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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reflection of humanity’s socio-cultural 
development and precious living heritage is currently facing great challenges. 
Among these pressing challenges, urbanisation, industrialisation, and globalisation 
are undoubtedly causing great damage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t the same 
time, exploitation and misus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ue to the development 
of cultural industry and technology, is degrading the value of our cultural identity  
and violating the rights of bearers of ICH.

Legal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s been a concern of UNESCO 
and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for quite some time. However, it 
is not easy to reach a common consensus in relation to ensuring the comprehensiv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ince it is recognised 
as communal property coupled with the existence of a radical gap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There are also cases where the value of cultural 
heritage has been damaged and the rights of communities violated due to reckless 
commercialisation and abus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Korea, even still, a 
satisfactory solution has not been developed.

In order to facilitate substantial discourses to develop possible solutions to 
these issues,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re for Asia and the Pacific invited 
experts from the field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 participate in an intensive discussion concerning the topic,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Trends and Challenges. 
From this meeting, various possible solutions were exchanged and elicited which are 
introduced in this book. 



Issues which appear during international debates, the difference between 
safeguarding practices and relevant legal approaches, granting legal rights to 
communiti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digital archives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so on are noteworthy to emphasise. To say the least, this book will b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safeguarding effor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r the 
future.

We are very pleased to publish this book, especially at this time which parallels 
ICHCAP’s success in the establishment of becoming a UNESCO Category 2 Centre. 
We deeply appreciate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ae Yong Choi, Planning Director of 
the Korean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for his opening speech at the conference 
and Dawnhee Yim, Chair Professor of Dongguk University for taking on the role of 
chairperson for the first session of our conference. We would also like to give thanks 
to Professor Chul Nam Lee and Soyoung Yook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and all the other participants for their participation in the fierce 
discussions which took place.

Seong-Yong Park, Ph.D
Executive Direct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re for Asia and the 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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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itiation of Debates

efore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is notable that the issu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s not been actively discussed in the 2003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ch is 
the most recent international instrument1) dedicated to ICH. However, the 
substance of the definition and the categori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Convention have been continuously discussed in the domai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other words, in international conferences organised by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or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the issu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raditional Knowledge (TK) and Traditional 

1_   In the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only comment 
regarding Intellectual Property exists in Article 3 paragraph (b) as follow: “affect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States Parties deriving from any international instrument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to the 
use of biological and ecological resources to which they are parties.” In other words, the Convention tends to 
evade the issu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background of the inclination of the Convention will be 
discussed in the next chapter.

Implic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eong-Yong Park, Ph.D 
Executive Direct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re for 
Asia and the 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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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TCEs/EoF) has been discussed 
with great importance in terms of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for communities and the enhancement of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refore, at this point it would be valuable to study the current trend 
of debate on the enhan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erms of promoting possible measures to safeguar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r the future. In particular, regarding the 
forthcoming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ICHCAP), these endeavours will help us to develop strategic tasks for its 
impending major activities.

First, before discu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is paper examines the general 
defini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gener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a term referring to the ‘rights’ entitled to an individual and/or 
community for the protection of creations of the mind which is also known 
as intellectual ownership. WIPO, a specialised agency of the UN in charg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efines it by stating “Intellectual property 
includes rights relating to: literary, artistic, and scientific works, performances 
of performing artists, phonograms and broadcasts, inventions, scientific 
discoveries, industrial designs, trademarks, service marks and commercial 
names and designations, and all other rights resulting from intellectual activity 
in the industrial, scientific, literary and artistic fields.”2)  

Ultimately,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ims to safeguard 
creators and other producers of intellectual goods and services by granting 
them legitimate rights to control how it is utilised while allowing the public to 
access these goods and services in a legitimate manner.3) Of course, there can 
be differences in the range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the existence 
of protective measures among countries, and these differences have the 
potential to cause conflicts between countries.4) Nowadays, in the time of rapid 
transformation an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developing countries are 
attempting to strengthen protective measures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2_   WIPO, WIPO Intellectual Property Handbook: Policy, Law and Use, 3.p.

3_   Ibid, p.3.

4_   Oh, Yoon-Suk, 「The Trend of the International Debate on Safeguarding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Legal Studies』 Vol. 14, No. 1,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03, p.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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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highly possible to easily infringe a product of others’ painstaking efforts. 
In this sense, it is clear that ICHCAP, which specialises in the information 

and networking fields of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s an 
important assignment to resolve how the issue of intellectual property can be 
applied in the domain of ICH. I hope this meeting will be a good opportunity 
to address the vari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issues and task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ICH field and develop possible ways which 
will lead to future solutions and strategies of ICHCAP’s activities. 

II. International Efforts from UNESCO and WIPO

  
Issues behind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been discussed internationally over a great length of time. 
However, there are not many outcomes accompanied by a consensus which 
has been agreed upon between States Parties or experts concerned. 

Before the adoption of the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ch includes the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nd th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there were many discussions 
between UNESCO and WIPO regarding folklore.  

In 1971, UNESCO published a document titled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Instrument for the Protection of Folklore’. However, it was 
seen unrealistic to provide international protection to folklore by using the 
copyright law.5) In 1982, in cooperation with WIPO, UNESCO prepared 
‘The Model Provision for National Laws on the Protection of Expressions of 
Folklore’ and encouraged nations to make specifications for such protection in 
addition to trying to develop an international regulation based on this Model 
Provision.6) However, this trial to make an international regulation failed 
once again as the timing of it was premature. Thereafter, it seems UNESCO 
deferred its intellectual property discussion with WIPO and concentrated 

5_   Aikawa Noriko, “A Historical Overview of the Preparation of the UNESCO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Korea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Museum 
International, Vol. 221 and 222, Special Edition in Korean, 2004, p.83.

6_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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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ly on the international debate to adopt the ‘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 in 1989. 

As a result, lively cooperation between UNESCO and WIPO on the issue 
of folklore and intellectual property did not happen in the 1990s. UNESCO 
developed a concep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ch lead to the 
adoption of methods for protecting world heritage and creating inventories; 
consequently, this resulted in the development of a new international 
instrument in the heritage field, the 2003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n the other hand, WIPO established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IGC) in 2001 which discussed subject matters pertaining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In 
particular, WIPO recognises the system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the 
artistic expressions developed by communities as intellectual properties and is 
seeking a way to gra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ventually, UNESCO adopted a concep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shifted its goal towards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instrument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le WIPO is still discussing 
Traditional Knowledge and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TCEs)7) as a 
public domain of Intellectual Property. Article 3(b) of the 2003 UNESCO 
Convention states that nothing in this Convention may be interpreted 
as ‘affect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States Parties deriving from any 
international instrument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to the use 
of biological and ecological resources to which they are parties to’ , meaning 
that the UNESCO Convention will not intervene on issues regard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at are not settled. 

Thus, UNESCO adopted the ‘inventory-mak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ystem as a new means to protec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stead 
of deciding to protec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rough th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UNESCO perceived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der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ineffective, but rather, it recognised that it was still premature to enforce 
a legal protection ove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urthermore, taking 

7_   In the 6th meeting of IGC, some communities had reservations toward the negative meaning of folklore, 
it was agreed that, apart from the title for IGC, folklore should be presented as TCEs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Oh, Ki-suk, ‘International Trend on the debate of the Protection of TCEs’, ICHCAP, Report on 
the Meeting of Experts for the Activities of UNESCO Category II: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009,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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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 consideration the disagreement among stakeholders on the issue of 
intellectual property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well as the urgent need 
to protec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n the verge of being damaged and/or 
disappearing amidst globalisation and urbanisation, it should be noted that 
UNESCO had to rapidly adopt a new measure to safeguar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of now, the UNESCO Convention is widely recognised by the Member 
States of UNESCO as an international norm. Among the 193 Member 
States of UNESCO, 131 countries ratified the UNESCO Convention by 
October 2010. Since the Convention was established in 2003 and took effect 
in 2006, in less than ten years, 67% of the UNESCO Member States joined 
the Convention and with lively debates the nomination processes for the 
Representative List and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began. 

On the other hand, WIPO has conducted 16 meetings of the IGC 
regarding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over the last 
9 years and recently issued a draft provision for the protection of TCEs/EoF. 
Furthermore, WIPO published and distributed a guidebook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Folklores)’. WIPO has 
also conducted a series of research projects in order to develop guidelines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garding documenting, recording and digitalis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series of endeavours by the international organisations stated above, 
although they use different terms such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r TCEs, 
conduct activities to protect the matters which overlap or are similar in certain 
cases and eventually require prior consultation and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m. Therefore, efforts carried out by WIPO to protect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TCEs are related to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furthermore, it is an important domain to be utilised as useful 
experiences and sources for IP right in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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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2003 Convention: New Approaches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afeguarding

1. A Shift in the Heritage Policy Paradigm

In this century, as the cultural policy of individual nations tend to concentrate 
on the utilisation of cultural resources and the fostering of cultural capital, the 
significance of preservation and utilisation of unique cultural heritage of each 
nation is increasing.

However, it is an undeniable fact that the traditional concept of cultural 
heritage, which enjoys its recent popularity as of today, has long been 
dominated by the unilateral social norms stemming from anthropology. 
The conventional approach to cultural heritage made a clear distinction 
between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In other words, culture tends to 
be categorised as ‘high culture’ or ‘low culture’, and cultures of developed 
countries such as European countries are recognised as legacies of civilisation, 
implying that cultures of developing countries, predominately seen in other 
regions such as the Asia-Pacific and Africa are regarded as legacies of primitive 
societies.        

Moreover, ‘monumentalism’, which values formality and scale, constructed 
a hierarchy among relatively develop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developing countries of the Asia-Pacific region. As this dichotomous approach 
influenced international norms before the 2003 UNESCO Convention, 
international regulations on cultural heritage established during this period 
had a tendency to focus on tangible heritage. However, the concept of cultural 
heritage by international norms has gradually expanded and become more 
inclusive to embrace non-material cultural heritage, natural heritage, and even 
cultural resources which represent cultural diversity.     

For over the last few decades, the concept of cultural heritage has expanded 
and its protective measures have been enforced. As a result of UNESCO’s 
2003 Convention (enter into force in 2006), the imbalance of policies between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started to lead towards a resolution, and the 
paradigm of cultural heritage policy aiming at promoting cultural diversity 
and dialogues among cultures started to shift from tangible cultural heritage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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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rucial Features and Categories of ICH in the 2003 Convention
 

The General Conference of UNESCO adopted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the Convention) 
in 2003 at its 32nd session. The Convention became effective in 2006 when 
Romania joined the Convention as the 30th State Party (20 April 2006).

The Convention define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customs, 
expressions, presentations, knowledge and skills in addition to all other 
related communication tools, objects, crafts, cultural spaces, and describes its 
categories as ‘oral traditions and expressions’, ‘performing arts’, ‘social practices, 
rituals and festive events’, ‘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 and ‘traditional craftsmanship’8) which are nearly everything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human culture. Further, the Convention defines the 
‘safeguarding’ activiti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a measurement for 
ensuring the viability of heritage; for example, identification, documentation, 
research, preservation, protection, enhancement, transmission, revitalisation 
and so on.9)

The Convention reflects various debates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ere are some important features worth being highlighted. First, the 
Convention recognises that intangible heritage is continuously produced 
and transmitted by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concerned and 
emphasises the importance of the main actors for their transmission. Second, 
communities should not be unnecessarily disturbed under the pretext of 
protection becaus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involved in bringing about 
benefits to the life of communities in terms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ird, 
the categori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e beyond tradition, history and 
local culture, and include not only artistic abilities and skills, but also related 
crafts, venues and customs. Fourth, the Convention draws attention to human 
rights by declaring that it only recognise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ch is 
‘compatible to existing international documents regarding human rights’ . 

As seen above, the Convention is an inclusive and comprehensive international 
norm which integrates international debates and recommendations that have 
long taken place and establishes a basis for the resolution of the imbalance 
between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In addition, it has other important 

8_   The UNESCO Convention 2003, Article 2.

9_   Ibid., Article 2, Paragrap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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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s as well; for example, in comparison to the Convention of 1972 where 
the criteria for nomination to the World Heritage List was importantly based 
on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the 2003 Convention excludes such an 
evaluation standard and allows communities and performers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value of the heritage element. What’s more, 
it is noticeable that the Convention focuses on viability not authenticity, and is 
more concerned with ‘the dissemination of Best Practices’ than ‘listing works’ 
in terms of safeguarding activities based on the spirit of the Convention.   

IV.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nd 

      
its Diverse Value

 

Regarding the basic rationale of the protective activities of cultural heritage, 
one of the crucial points is an issue of the value of cultural heritage. The 
interpretation and evaluation of specific elements of cultural heritage 
can differ depending on time, venue, situation and perspective. However, 
no matter what kind of approaches are taken, people have continuously 
conducted activities for researching the meaning of cultural productions and 
adding value to them.  

Based on the features of cultural heritage, it is common to concentrate on 
the public interest or value in the theory and practice of the cultural heritage 
field. Accordingly,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its public value rather than 
its personal stake or profit reg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value of 
heritage provides people with an objective for paying attention to heritage and 
participating in related activities. Besides, public interest legitimates the legal, 
systematic, strategic and financial support for safeguarding heritage.10)

Above all, according to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law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legal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aims to transmit and utilise 
traditional culture, thereby enhancing cultural enjoyment among people and 
contributing to the cultural development of humanity. The law defines ‘cultural 
heritage’ as something formed naturally or artificially at a national, ethnical, 
or international level which also contains great historical, artistic, academic 

10_   Jelka Pirkobic, Institute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of Slove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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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geographical value.11)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particular, the 
law confirms that, as an express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 should 
have significant historical, artistic and academic value.12) It is unnecessary to 
explai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detail in terms of its historical, artistic 
and academic value as required by law since it may be easy to grasp.  

On the other hand, it would be necessary to provide a prior explanation 
in detail for various valu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ch is a key point 
of this presentation. Therefore, this paper attempts to analyse various valu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ch draw international attention in the 
existing field of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y partly referencing 
a theoretical classification13) for the values of cultural heritage which are the 
intrinsic value, derivative value and institutional value. 

Intrinsic valu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referring to the value provided by 

nature or the feature of the heritage element that is normally evaluated by experts 

or individuals. This includes historical, symbolic, aesthetical and integrated value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aintains its validity in the soil of historical tradition 

and symbolically presents the unique culture which the community has transmitted 

for generations. Especially, intangible artistic skills, which the human race recognises 

for its aesthetic achievement, are the fruits of such efforts. Furthermore, integrated 

value can be found in the fact that 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natural heritage 

has been interdependently developed. 

Derivative value refers to the value which is related to the profits or benefits derived 

from the existence of heritage; for example, economic, socio-cultural, educational, 

academic, environmental and entertainment value. Today, the potential economic 

valu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highly valued as an important resource in the 

field of tourism and cultural industry. In a socio-cultural aspec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trengthens the feeling of solidarity or unity, and has been developed in 

close relationship to the spiritual world or religious ideals. The Recommendation 

for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 of 1989 emphasises that traditional culture is a 

strong measure to unify different ethnic groups and social classes to protect their 

11_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in South Korea, Article 2, Paragraph 1. 

12_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in South Korea, Article 2, Paragraph 1-2. 

13_   In her paper, ‘Definition of public interest as one of Faro requirements’, Jelka Pirkovic categorised the valu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intrinsic, instrumental and institutional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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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ties and universal legacy for the human race.14) Beside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an important academic resource for the research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communities and plays a significant role in educating future 

generations about historicity and cultural traditions of each society.     

Institutional value refers to the valu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field of 

useful systems and policies for the resolution of issues for the development of each 

society, for instance, democratic value, value for cultural diversity and creativity, 

value for development, and identity or dissemination of knowledge.15) The UNESCO 
Convention of 2003 states tha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the essence of cultural 

diversity and methods to guarante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thus it promotes 

the cultural diversity and creativity of humanity.16) It also confirms the democratic 
valu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y declaring tha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hould provide communities and groups with an identity and sustainability that 

coincides with mutual respect among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as 

well as respect for human rights. Notably, there is a wide spread perspective by 

individuals in the field that believ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tributes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society.     

As seen above, according to the theory regarding values in cultural studies, 
the valu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an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of 
intrinsic, derivative and institutional values, which corroborate various aspects 
of potential valu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in 
order to protect the above-mentioned valu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important role and active involvement of bearers and communities concerned 
wit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hould be guaranteed, while each Member 
State continues to develop the system and policies related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is respect, the necessity to promot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field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eeds to be re-emphasised.

14_   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 15 November 1989.

15_   Council of Europe Framework Convention on the Value of Cultural Heritage for Society, Faro, 27.10.2005

16_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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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2003 Convention 

The 2003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the most current international instrument in the field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ccording to the Convention, it states tha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fers to customs, symbols, expressions, knowledge, or skills which 
can be seen as a part of the cultural heritage of a community, group or in 
some cases an individual as well as tools, commodities, craftwork or cultural 
spaces relating to those aforementioned. These elemen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ch are inheri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re continuously 
recreated through interaction and adaptation of the communities and groups 
with consideration to its surrounding circumstances throughout history. As 
a resul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motes cultural diversity as well as the 
respect for humanity’s creativity by reinforcing the identity of communities 
and ensuring its continuity.17)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not stagnant, but rather continuously 
recreated by a community, group or an individual. Accordingly, this poses the 
question of ‘who owns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passed down by a community apart 
from a few isolated cases. Therefore, what the Convention emphasises is 
that those surroun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cluding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should acknowledge the value of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participate in its safeguarding activitie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an asset to humanity which enriches 
the cultural diversity of mankind and ICH bearers as main actors for its 
transmission. If so, it can be said that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who 
are closely connected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e the main actors in the transmiss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domain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well as each regional circumstance 
should be considered when discuss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lthough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since communities are the main actors in the ICH field. 

17_   Given its purpose, the Convention pays attention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nly when it is compatible 
to existing international documents regarding human rights. The UNESCO Convention of 2003, Article 2,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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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mentioned above, the primary purpose of the 2003 UNESCO Conven-
tion lies in the efforts put forth to encourage communities’ participation as 
well as placing stress on the role of each Member State in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other words, it is to ensure ICH transmission 
by communities in a voluntary manner while seeking possible and effective 
safeguarding measures by Member States. However, there seems to be a subtle 
conflict between the two positions. In particular, Wendland argues that it is 
possible that concerns over the lack of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for 
information of ICH may force related resources to be a public domain. He 
also points out that although it was necessary to make these measurements 
compulsory,18) they may function against the profits of the related communi-
ties.19) 

The issue regarding ‘the coexistence of the safeguarding of ICH and intel-
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 community’ can be considered a guarante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 community. Besides, ensuring the acces-
sibility20) to ICH and its information is directly related to the enhancement of 
public awareness. Of course, although the Convention states the guarantee of 
the accessibility to ICH under the condition of customary practices, it is also 
necessary to discuss accessibility to its information.  

The measurements of safeguarding21)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hould 
be considered in various approaches. There are various elemen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ithin many communit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Despite 
a great awarenes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infrastructure to create, 
process, and disseminate information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s not 
been prepared nor is functioning in this region. The Centre, which focuses on 
information and networking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
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should have an approach to this problem with a 
broader dimension of understan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greement between UNESCO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18_   Establishing documentation institutions for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facilitating access to them. 
UNESCO 2003 Convention, Article 13, Paragraph 4-3.

19_   Wend Wendland, “ICH and Intellectual Cultural Property: Challenges and Prospects”, The meaning and 
prospect of ICH, UNESCO Commission of Korea, 2004, p.75.

20_   Ensuring access to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le respecting customary practices governing access to 
specific aspects of such heritage. UNESCO 2003 Convention, Article 13, Paragraph 4-2.

21_   “Safeguarding” is referring to appraisal, record, research, conservation, protection, enhancement, promotion 
and in particular measurements for the guarantee of the vitality. UNESCO 2003 Convention, Artic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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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Article 7 clearly states that the Centre should “make use of the accumulated 
information and data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r the purpose of 
dissemination, produce and publish informational and promotional materials, 
and promote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actitioners and creators who are included in the documents and 
informational materials.”

VI. Current Issu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seen above, despite its long history, there has not been much progress 
in developing international agreements regarding the issue of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field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netheless, there has 
been great effort from intergovernmental organisations where many debates 
took place between UNESCO and WIPO regarding folklore in relation to the 
activities for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efore the adoption of 
the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2003.   

Currently, although the debate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garding TK 
and TCEs is being lead by WIPO,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a very important issue as a measure for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an information-oriented society. At the same time, in Korea 
there have been lively debates on new approaches regarding the concepts of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Genetic Resources called ‘New Knowledge-
Based Intellectual Property’.

In addition, as the Centre is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information and networking’ activities for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 recognises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an important strategic task. With this history, 
the Centre intends to initiate an international debate on various issu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field of the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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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preparing this expert meeting, this keynote paper addresses a few 
very significant issues on the topic of the meeting as follows: 

a.   How to achieve an inclusive approach for accommodating the 
diverse definitions and domain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relevant safeguarding measure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a new 
order of intellectual property such as, the idea of developing a new 
understanding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Korea as well as existing 
practices in WIPO.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nd 
discrepancies of terminologies and scope of the target intellectual 
property being addresses by WIPO and UNESCO (2003 Convention) 
and to clarify the issues and tasks on the topic. Ultimately, it is our hope 
to find a collaborative way of developing solutions for futu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ield. 

b.   How to overcome the existing barrier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urrent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terms of the protection of diverse 
and comprehensive rights such as the right for traditional resources,22) 
addressing cultural expression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genetic 
resources. In the near future, it is expected that the revision of the 
current IP system or new adoption of the sui generis system be required 
in the field. In this regard, more proactive policies need to be set up in 
collaboration with experts and specialised institutions in the various 
fields including ICH. 

c.   There is a necessity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a means of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 might be perceived that ensur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uld be 
a passive measure to the safeguarding of ICH compared with the fact 
that the inventory-making and designation of bearers in the ICH field 
be active measures. However, due to the curre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ystem based on private and individual ownership, not public 
and collective ownership, there are many issues to be addressed for safe-
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a public or communal heritage 
transmit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d.   There are also practical problems relating to the identification, research 
and documentation of ICH. Since the nature of ICH is invisible in form 

22_   Darrell A. Posey and Graham Dutfield, Beyond Intellectual Property: Toward Traditional Resource Rights 
for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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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ransforms constantly, it is essential to document the ICH elements 
to underst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element over time. However, 
the reality is that multifarious problems have been raised pertaining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ncerning the process of identification, re-
search and documentation for ICH. In addition, when they open up to 
the public and the results of the documentation are utilis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ssues occur. 

e.   Some individuals and mediums of mass media create serious problems 
when they commercialise or utilise ICH in a way that violates the 
portrait rights and discloses ICH information in an irresponsible 
manner. Nowadays, it is getting easier to utilise recording equipment, 
or share information via online means. In many cases, individual and 
mass media online activities are found where a community’s assets or 
someone’s private or personal sphere have been violated. Unfortunately, 
due to the fact that a lack of understanding regarding this issue and 
the ambiguousness of guidelines and legal regulations, the damage and 
misuse of ICH elements couldn’t be protected. 

Hopefully this expert meeting is a good opportunity to address the various 
tasks and issues not provided in the keynote speech that I presen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meeting, it is our plan that the Centre will move forth 
with in-depth research projects at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ield. In 
particular, ICHCAP will cooperate with UNESCO and WIPO in exploring 
any possibility of strengthening IP rights in relation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y conducting various events such as international expert meetings in 
a proactive manne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re for Asia and the Pacific



Chapter 1
Discourse and Trend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Field of Safeguarding ICH 
at Local and International Levels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ends and Challenges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 - 동향과 과제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am
ination of the D

iscourse Regarding the Protection of TCEs Based on the W
IPO

 D
ebate 

29
I. Significance of the Protection of TCEs 

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TCEs/EoF),1) 
which belong to local communities or indigenous people within a 

nation, have great significance in that they are not only the source of cultural 
contents, but also lead in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traditional culture. 
However, not enough efforts have actually been made to protect TCEs at an 
international level. 

Although more and more TCEs have been reproduced into various forms 
and made profits, the benefits have not been shared with the community, 
indigenous people or those who contributed to the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of TCEs. 

Another important issue to be raised regarding said topic is that TCEs 
are being distorted, modified and altered as they are used. Distortion, 

1_   In fact, as the meaning of folklore in the dictionary varies and some communities had reservations toward the 
negative connotation of the term folklore, it is agreed that, apart from the title for IGC,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TCEs) should be used instead. However, terms like TCEs, ‘Expressions of Folklore’ (EoF) or 
‘folklore’ are also used in the meetings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f WIPO.

Examination of the Discourse Regarding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Based on the WIPO Debate 

Ki Seok Oh 
Research Fellow

Korea Copyright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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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ication and alteration of TCEs that neglect the original objectives and 
meaning not only devalue the creation of TCEs, but also defame the cultural 
and social identity of nations, local communities or indigenous peoples, 
thus provoking a serious international probl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legal system in order to protect TCEs internationally and prevent 
such misuse. 

Many countries, in particular developing countries, acknowledge the fact 
that the most appropriate means of preserving and developing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lies at the heart of global protection, thus establishing a 
relevant legal framework or initiating discussions to create such a framework. 
Reflecting on such international trends, countries are launching diverse 
and continuous discussions through international organisations to provide 
protection to TCEs at the international level. 

As a result of these multilateral efforts,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General Assembly was held in October 2000, and 
decided to establish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IGC)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Issues regarding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TCEs were discussed in 
the 1st session of the IGC held in April 2001, and as of October 2010, up to 16 
sessions were held, while the 17th session is scheduled to be held at the WIPO 
Headquarters in Geneva, Switzerland. 

 

II. History of the Protection of TCEs2)

1.   Provision of International Protection for ‘Unpublished Works’ in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1967)

The 1967 Stockholm Diplomatic Conference for Revision of the Berne 
Convention made an attempt to introduce copyright protection for folklore at 

2_   See WIPO, “Consolidated Analysis of the Legal Protection of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Background Paper No. 1, p.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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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national level. As a result, Article 15, Paragraph 43) of the Stockholm 
(1967) and Paris (1971) Acts of the Bern Convention contains the provision of 
unpublished works. This Article of the Bern Convention, according to the in-
tentions of the Revision Conference, implies the possibility of granting protec-
tion for TCEs. Its inclusion in the Berne Convention responds to calls made at 
that time for specific international protection of TCEs. 

2. Tunis Model Law (1976)

The Tunis Model Law provides specific protection for works of national folk-
lore. Such works need not be fixed in material form in order to receive protec-
tion and their protection is without limitation in regards to time. 

3. The Model Provisions (1982)

In 1982, the Model Provisions for National Laws on the Protection of 
Expressions of Folklore Against Illicit Exploitation and Other Prejudicial 
Actions were adopted under the auspices of WIPO and UNESCO.

Expressions of folklore, which represent an important part of cultural 
heritage, is susceptible to various forms of illicit exploitation and prejudicial 
actions and the dissemination of folklore might lead to improper exploita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of a nation. Also, given that any abuse of commercial 
nature or any distortion of expressions of folklore is prejudicial to the cultural 
and economic interests of the nation, the Model Provision is significant in the 
sense that the protection of folklore should be indispensable as a means of 
promoting its further development, maintenance and dissemination.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Model Provisions, several countries 
have used it as a basis for national legal regimes for the protection of folklore. 

3_ Article 15, Paragraph (4) of the Bern Convention is as follows:
        (4)    (a) In the case of unpublished works where the identity of the author is unknown, but where there is every 

ground to presume that the author is a national of a country of the Union, it shall be a matter for legisla-
tion in that country to designate the competent authority which shall represent the author and shall be 
entitled to protect and enforce his rights in the countries of the Union.

          (b)    Countries of the Union which make such designation under the terms of this provision shall notify the 
Director General by means of a written declaration giving full information concerning the authority thus 
designated. The Director General shall at once communicate this declaration to all other countries of the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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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of these countries have enacted provisions for the protection of folklore 
within the framework of their copyright laws. 

4.  Attempts to Establish an Instrument from 1982-1985

WIPO and UNESCO followed such suggestions when they jointly convened 
a Group of Experts on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Expressions of Folklore 
by Intellectual Property, which met in Paris from 10 to 14 December 1984. 
However, the great majority of the participants agreed that it was premature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treaty since there was not sufficient experience 
available in regards to the protection of expressions of folklore at the 
international level (in particular,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Model 
Provisions).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Bern Convention and the IGC of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at their joint sessions in Paris in June 1985, 
considered the report of the group of experts and, in general, agreed with 
its findings. However, an overwhelming majority of participants were of 
the opinion that an international treaty for the protection of expressions of 
folklore was premature. 

5. The Adoption of the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in 1996

Folktales, poetry, songs, dances, plays and similar expressions of folklore 
actually live in the form of regular performances. Therefore, if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is extended to the performers of such expressions of folklore, the 
performances of such expressions of folklore also enjoy protection. The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which was adopted in December 
1996, provides that the definition of performer includes the performer of an 
expression of folklore.4)

4_   Article 2 (a) is as follows: 
        Article 2
        Definitions
        (a)   “Performers” are actors, singers, musicians, dancers, and other persons who act, sing, deliver, declaim, 

play in, interpret, or otherwise perform literary or artistic works or expressions of folkl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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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WIPO-UNESCO World Forum on the Protection of Folklore in1997

Based on the recommendation made during the 1996 Diplomatic Conference, 
the WIPO-UNESCO World Forum on the Protection of Folklore was held 
in Phuket, Thailand in April 1997. Many issues related to the need for a 
new international instrument for the legal protection of folklore and the 
importance of the balance between the community owning the folklore and 
the users of expressions of folklore were addressed. 

7. WIPO Fact-Finding Missions from 1998-1999

During 1998 and 1999, WIPO conducted fact-finding missions to identify 
the needs and expectations related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traditional 
knowledge (TK)’ holders. 

Indigenous people, local communities,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governmental representatives, scholars, researchers and private sector 
representatives were among the groups of persons consulted on these 
missions. TK includes TCEs as a sub-set.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include handicrafts and other tangible cultural expressions. Much of the 
information obtained on these missions is either related directly or indirectly 
to TCEs.

8. WIPO-UNESCO’s Regional Consultations on the Protection of 
     Expressions of Folklore in 1999 

Pursuant to the suggestion included in the Plan of Action adopted at the 
WIPO-UNESCO World Forum on the Protection of Folklore in 1997, WIPO 
and UNESCO organised four Regional Consultations on the Protection of 
Expressions of Folklore in 1999. Each of the Regional Consultations adopted 
resolutions and recommendations which identified the needs and issues in 
intellectual property as well as proposals for future work related to expressions 
of folkl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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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stablishment of the WIPO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in 2000

At the end of 2000, the Member States of WIPO established an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for the purpose of discussion among Member States on these 
subjects attended the Committee meeting over 400 representatives consisting of 
Member States, IGOs and NGOs. The Committee has made substantial progress 
in addressing both policy and practical linkages between th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and the concerns and needs of TK holders and custodians of traditional 
culture. 

III. Major Agendas and Trends of the IGC Regarding WIPO GRTKF5)

1. First Session 30 April - 3 May, 2001

The first session provided a useful basic framework for future discussion by 
confirming the opinions of each group and nation about the protection of 
folklore. Most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the African Group and the Latin 
American Group insisted on active protection and were in need of support 
pertaining to publicity or education for their respective countries as well as the 
communities which inhabit them regarding these issues. 

However, a group of developed countries agreed on the discussion but 
took a passive position on the requirements of developing countries to protect 
folklore in a different scheme from the existing legal system. Some developed 
countries even argued that it is a precondition to verify whether it is an issue of 
intellectual property. They claimed that if it was an intellectual property issue, 
it would be appropriate to discuss within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regimes, otherwise there would be no need for discussion. 

5_   The agendas of the 1st and the 2nd sessions are summarized from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documents. Those of the 3rd, 7th, 8th, 10th, 13th and 15th sessions are documents from the WIPO. I have sum-
marized the agendas from the 4th, 6th, 11th, 12th and 16th sessions and the 1st IWG because I participated in 
those sessions as a delegate. The agenda from the 5th, 9th, and 14th IGC are not included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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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econd Session 10-14 December, 2001

The session was initiated by developing countries, and most countries argued 
the establishment of the sui generis system for the legal protection of folklore 
which could not be protected under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required financial assistance in order to ensure the participation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at the sessions of the Committee. However, a clear 
definition of the sui generis system could not be identified in the meeting of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all three groups of Africa, Latin America and 
Asia and was left for further discussion. 

3. Third Session 13-21 June, 2002

There was a disagreement among the groups. The Africa, Latin America and 
Asia groups strongly argued for the necessity of the protection of folklore 
and voted in favour of the case study, a revision of the Model Provisions, 
and the preparation of an international protection system. On the other 
hand, USA, Canada, the European Community and Australia agreed on the 
actual case study, but disagreed on the revision of the Model Provisions and 
the preparation of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system insisting that it was 
premature for such actions to be taken at that stage. The chairman requested 
that the Secretariat conduct empirical, analytical and systematic research on 
various practices of folklore use, practical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ustomary laws and the system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research on 
experiences of the individual nation. 

4. Fourth Session 9-17 December, 2002

A systematic report6) on national experiences with a legal protection of 
expressions of folklore was presented and a brief report7) on technical coop-
eration of the legal protection of expressions of folklore followed. Also, there 
was a report of actual case studies and discussions on the nations or regions 

6_   WIPO/GRTKF/IC/4/3.

7_   WIPO/GRTKF/IC/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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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had a special legal protection system for expressions of folklore such as 
New Zealand, Panama, Nigeria, Russia and the Pacific Island countries. New 
Zealand presented the case of exploitation, the system of national law, and a 
method for dispute resolution. Many inquiries were made regarding the dis-
tribution of commercial benefits derived from the use of folklore and the shar-
ing of benefits in the local communities which involved the interests of many 
nations. To answer the questions pertaining to the distribution of benefits, it 
seemed that arrangements were made through consent or negotiation rather 
than through a legal system. 

5. Sixth Session 15-19 March, 2004

As some communities took a more reserved position toward the negative 
connotation behind the term ‘folklore,’ it is agreed that, apart from the 
documents of the IGC,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TCEs)’ would be used 
instead of ‘folklore’. 

The issues regarding the policies and legal options8) for the protection 
of TCEs are described based on the document from the fifth session.9) The 
document categorises various and concrete measures and the objectives of 
key policies for the protection of TCEs. Each nation generally agreed on the 
contents of policies and legal options for the protection of TCEs.

After the Secretariat’s brief explanation on the background of the 
document regarding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scheme which was an order 
from the committee, there was a discussion on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scheme including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 legal 
organisation. However, the discussion was more focused on the Convention 
for Biological Diversity (CBD) which is related to traditional knowledge (TK )
and genetic resources (GR) rather than TCEs, and it fired up fierce argument 
among the nations. The gap between developing countries and developed 
countries has yet to be narrowed.

During the discussion on the scope of international protection,10) some 
nations suggested taking time to reconsider, but others agreed that the discus-

8_   WIPO/GRTKF/IC/6/3.

9_   WIPO/GRTKF/IC/5/3.

10_   WIPO/GRTKF/IC/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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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on was positive and worthwhile, emphasising the necessity to be extended in 
depth. 

6. Seventh Session 1-5 November, 2004

The gap between developing countries and developed countrie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expressions of folklore and international instruments still exists. 
Although there was little progress on the issues centred around documents 
from the Secretariat, developing countries requested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whereas developed countries insisted protection 
should be managed within the existing scheme. While the African Group 
and NGOs came to a consensus, the group of developed countries and Asian 
countries failed to. The group of developed countries supported major issues, 
but opposed specific matters.

7. Eighth Session 6-10 June, 2005

In this meeting, it was reconfirmed that the gap between the two groups still 
existed. Although there was slightly further progress regarding issues on the 
documents from the Secretariat, the two groups did not agree on whether 
they should discuss substantive provisions in the agenda related to TCEs and 
TK. The group of developing countries expressed deep dissatisfaction as there 
was no progress in the discussion of legally binding international instruments 
for the protection of GR, TK, and folklore which faced strong opposition from 
the USA. 

8. Tenth Session 30 November-8 December, 2006

After an agreement was made on the objectives and principles of the pro-
tection of expressions of folklor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Japan, USA, 
Canada, and Switzerland argued that it was necessary to discuss substantive 
provisions while the African Group, Brazil, India, and Iran maintained that it 
was more urgent to establish legally binding international instruments. Sug-
gestions from nations like Nigeria and Indonesia stating that detailed argu-
ments should be listed for efficient discussion was accepted. It was agreed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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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next meeting the discussion should follow the order of the list of is-
sues provided below, and the discussion be limited to the modification of each 
nation’s opinion on the existing issues. 

9. Eleventh Session 3-12 July, 2007

<Ten Issues for the Protection of TCEs/EoF>
①	 Definition of TCEs/EoF need to be protected

②	 Rightful person and beneficiaries of TCEs/EoF

③	 	Subject matter on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perty rights, 

personal rights)

④	 Forms of inacceptable and illicit actions regarding protectable TCEs/EoF

⑤	 Exceptions and limitations of the protectable right of TCEs/EoF

⑥	 Term of Protection

⑦	 	Additional protection regarding the protection of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⑧	 Sanctions or punishment for unacceptable or illicit actions

⑨	 	Distinction between international and domestic issues, and international and 

national regulations

⑩	 Treatment of foreign rightful persons and beneficiaries

In this meeting, the gap between the two groups was not resolved and the 
options exchanged between Member States and NGOs did not lead to any 
substantive conclusions on the objectives and principles.

Developed countries such as Japan, USA and the EU argued that it was 
appropriate to discuss substantive provisions after an agreement was made 
on the objectives and the principles. Besides, they claimed that it was not 
recommendable to discuss details before an agreement has been made on 
exceptions and limitations, sanctions, penalties, and terms of protection. 

The African Group, including Algeria, mentioned that developed 
countries were deliberately procrastinating on the progress of the discussion, 
emphasising the necessity for more active discussion on the objectives and 
principles, and argued that more detailed discussion for substantive provisions 
and legally binding international instruments should be established. 
Additionally, they mentioned that special measures and systems were required 
in order to protect TCEs 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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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Twelfth Session 25-29 Feburary, 2008

The session was lead by ‘Factual Extraction’11) and each nation and NGO 
exchanged opinions on 10 issue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TCEs/EoF. The 
opinion gap was still in place and delegates merely exchanged their opinions. 

USA, Japan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expressed their opinions 
stating that it was recommendable to discuss substantive provisions (rights 
of holders and beneficiaries, economic rights and moral rights, exceptions 
and limitations, terms of protection, and sanctions and penalties) after 
an agreement on the definition of TCEs/EoF had been made among the 
delegates. 

The African Group including Nigeria and Algeria and the NGOs 
maintained that throughout the 12 meetings opinions of each nation were well 
understood, and it was time to proceed with a rapid discussion on substantive 
provisions for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s. Based on a suggestion 
by Brazil, the Secretariat prepared a Gap Analysis as data for the next meeting. 

11. Thirteenth Session 13-17 October, 2008

There have been negotiations over the development of measures for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TCEs. In the case of difficulty in drawing up a 
treaty, the necessity to make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which is more flexible than a treaty, was proposed.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countries in Africa and India emphasised the 
necessity of documentation with a legally binding international instrument 
for justice and equality given that existing international conventions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end to serve the interests of developed countries. 

The European Community and USA expressed a strong repulsion toward 
the terms ‘legally binding,’ ‘document’, and ‘based on the document’ refusing 
to agree on the suggestion.

Also, it was pointed out that many of the countries did not have a deep 
enough understanding of what TCEs, TK, and GR were, and what to protect. 
The Gap Analysis was introduced to resolve this problem, but did not have 
good results. 

11_   WIPO/GRTKF/IC/12/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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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Fifteenth Session 7-11 December, 2009

Although delegates discussed the possibility of convening the Intersessional 
Working Group (IWG), there was a disagreement between the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on the formation of the working group. Regarding 
the composition of the IWG, developed countries preferred an open-ended 
format, which all the experts from interested countries could participate 
without any limitations; however, developed countries argued that the IWG 
should consist of a small number of experts.

13. Sixteenth Session 2-7 May, 2010

Until now, developing countries have expressed their desire to take a position 
in favour of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s for the protection of 
TCEs and the establishment of a separate international instrument in order to 
avoid overlapping with the existing schem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Developed countries argued that the international instrument should be 
more flexible, and it was necessary to concentrate on the clarification of terms 
and definitions and enhancement of its understanding. Despite the fierce 
opposition12) on the management of the IWG, the delegates managed to agree 
on the last day to convene the 1st IWG13) meeting in July 2010. 

Negotiations for the articles on TCEs have been conducted in such a way 
that the opinions of each nation on the ‘Scope of Protection’ (Article 3) and 
‘Management of Rights’ (Article 4) were presented first, and then revised 
where necessary.

Article 3 is about the scope of protection which is crucial for preservation 
and aims to present measures for protection on cultural expressions or 
knowledge. Article 4 describes to whom and how authorisations to use TCEs/
EoF are applied. The provisions as a whole envisage the employment of rights 
by the relevant communities themselves. However, in cases where the relevant 
communities are not able to or do not wish to exercise their rights directly, the 

12_   The African Group suggested a close-ended format whereas developed countries argued that an open-ended 
format was more appropriate to guarantee the clarity and inclusiveness of proposed subject matters.

13_   The IWG aims to accelerate and support the IGC negotiation, and report technical and legal 
recommendations to the IGC. During the session, the IWG dealt with one agenda. Moreover, the IWG 
convened as an open-ended meeting, but restricted participants to the meeting to one technical expert from 
each country and approved obser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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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suggests a role for an agency acting at all times at the request of, and on 
behalf of, relevant communities

14. First IWG 18-25 July, 2010

As agreed in the sixteenth session of the WIPO IGC, the Intersessional 
Working Group (IWG) is to support and facilitate the negotiations of the IGC. 
The IWG role includes reporting legal and technical advice and analysis to 
the IGC. Its participants consist of one technical expert from each Member 
State and accredited observers. They negotiated on the basis of the document 
WIPO/GRTKF/IC/17/4 Prov. 

Articles in the revised draft for the protection of TCEs are as follows:

- Objectives and Principles
- Substantive Principles
  Article 1 Subject Matter of Protection

  Article 2 Beneficiaries

  Article 3 Acts of Misappropriation and Misuse (Scope of Protection)

  Article 4 Management of Rights

  Article 5 Exceptions and Limitations

  Article 6 Term of Protection

  Article 7 Formalities

  Article 8 Sanctions, Remedies, and Exercise of Rights

  Article 9 Transitional Measures

  Article 10   Relationship with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Other Forms of 

Protection, Preservation and Promotion

  Article 11 International and Regional Protection

Most of the delegates agreed that as objectives and principles are the basis 
of substantive provisions, protection should cover not only indigenous people, 
but local communities as well. 

Article 1 (Subject Matter of Protection) emphasises that TCEs and/or EoF 
are any form, tangible or intangible, in which traditional culture and knowledge 
are embodied and have been passed o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lthough there was an opinion to delete all the examples of TCEs and it was 
agreed in an informal working group to summarise the Article with inclusive 



42

Sa
fe

gu
ar

di
ng

 o
f I

CH
 a

nd
 In

te
lle

ct
ua

l P
ro

pe
rt

y 
Ri

gh
ts

 - 
Tr

en
ds

 a
nd

 C
ha

lle
ng

es

words and delete unnecessary examples. 
Article 2 (Beneficiaries) suggests that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TCEs 

should be for the benefit of indigenous people, local communities, cultural 
communities and/or nations.

Article 3 (Acts of Misappropriation (Scope of Protection)) refers to the 
definitions of misappropriation or misuse, but the actual scope of protection. 
It was named the “Scope of Protection” in the Informal Working Group.

Article 4 (Management of Rights) states that the consent to the use of 
TCEs should be given by the competent authority. 

Article 5 (Exceptions and Limitations) notes that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TCEs should not restrict the normal use, transmission, exchange 
and development of TCEs within the traditional and customary context by 
members of the indigenous people and local communities as determined by 
customary laws and practices, and present exceptions as seen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ticle 6 (Term of Protection) is about whether to limit the time of 
protection or to provide protection permanently. Most delegates maintained 
that TCEs have been passed o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nd should be 
protected indefinitely. 

Article 7 (Formalities) suggests non-formality according to the objectives 
and principles of TCEs in the documents submitted by the Informal Working 
Group, although formality such as registration has been adopted in the 
existing documents.

Article 8 (Sanctions, Remedies, and the Exercise of Rights) defines 
criminal sanctions, civil remedies and exercise. In the draft articles from 
the informal working group, there were 3 options: consistency with other 
instruments; more prescriptive, but limits on criminal remedies; and Parties 
may wish to provide criminal and civil remedies as they deem appropriate. 

Article 9 (Transitional Measures) defines that these provisions apply to 
all TCEs which, at the moment of the provisions coming into force, fulfil the 
criteria set out in Article 1. 

Article10 (Relationship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other forms of Protection, Preservation and Promotion) emphasises 
complementary protection of relevant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and 
suggests three options. 

Article11 (International and Regional Protection) notes that the rights 
and benefits arising from the protection of TCEs under national measures or 
laws that give effect to these international provisions should be available to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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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gible beneficiaries who are nationals or residents of a prescribed country as 
defined by international obligations or undertakings.

IV. Conclusion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f WIPO in 
2001 for the protection of TCEs, 17 sessions including the first IWG meeting 
have been held over the past nine years. As a result, a draft on ‘objectives and 
principles’ and ‘substantive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TCEs was made 
and examined for revision. Given the situation, in terms of the discussion for 
protection of GRTKF, more progress has been made on TCEs than TK or GR.

However, it may take a while to achieve a consensus on the protection 
of TCEs in an international dimension among the WIPO Member States 
and establish an international instrument as the gap between opinions from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s still wide; and considering the discord 
of opinions among the two groups, many terms, structures, and contents of 
articles mentioned in the draft agreement need to be discussed. 

WIPO discussions can be summarised into two opinions: first, there is an 
opinion from the nations who are sceptical of the adoption of the new system 
or measures for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TCEs, and prefer to use TCEs 
without any restriction. These countries argue that issues of TCEs should be 
dealt with within the existing schem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ry to 
minimise the scope of protection; second, the countries which possess a lot of 
TCEs and regions where many local communities or indigenous people live 
request the sui generis systems for protecting TCEs as they cannot be properly 
protected under the present legal schemes. Moreover, they argue that new 
instruments are absolutely necessary as there are many domains of existing 
TCEs which cannot be protected by th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To conclude, it is necessary to urgently conduct research regarding the 
existence of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of Korea and case studies on 
various forms of misappropriation and misuse such as distortion of th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After that, it might be possible to discuss the 
details with WIPO and the IGC, and react more effectively for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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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Background 

istorically, the develop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has 
taken place in response to the demands of the times. For instance, 

copyright law first appeared to serve the objective of providing protection to 
the emerging industry, and with time, it developed into a more comprehensive 
and inclusive mechanism of protection. The hidden trait of such advancement 
is that there is a close inter-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legal protection which are often regarded as separate entities. The first 
copyright law, ‘the privileges and monopolies of printing presses’ appeared 
with the invention of the printing press. By looking at the relationship between 
inventions and copyright materials such as cameras and photographic 
materials, gramophones and sound materials, computers and computer 
program materials, it is not difficult to find the connection in everyday life. 

Further to the advance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the new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was developed on the basis of an evolving market-
economy and vested interests of relevant stakeholders. After the 1980s, 
major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 were threatened by the relative 
decline in their national industry, thus attempted to foster their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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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ef

 Intellectual Property Division
Prime Minister’s Office, Korea

H



46

Sa
fe

gu
ar

di
ng

 o
f I

CH
 a

nd
 In

te
lle

ct
ua

l P
ro

pe
rt

y 
Ri

gh
ts

 - 
Tr

en
ds

 a
nd

 C
ha

lle
ng

es

by strengthening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n their newly invented 
technologies. To counter such a movement, developing countries claimed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heritage and natural resources namely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thereby, 
setting forth an earnest debate on the issue of new intellectual property. 
Simultaneously, as areas that used to be marginalized from economic interests 
started to create added value and began forming markets, the movement to 
protect these regions accelerated. 

As of today, new intellectual properties are continuously being created. For 
instance, computer programs and semi-conductor layout designs have already 
received the full recognition of having rights under th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Other types of properties such as trade secret, new varieties of plants 
and animals, and gene manipulation techniques are expected to firmly secure 
its position internationally as part of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near future. 
Various discussions are being hel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garding 
this issue. Although the debate within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has not yet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e territorial principle, an 
ongoing discussion regarding new intellectual property has moved beyond 
the limitations of national borders by attempting to create a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ystem.  

II. An Overview of New Intellectual Property

1. Definition of New Intellectual Property

Despite there being no clear definition of ‘new intellectual property,’ it 
is generally referred to as the ‘the new type of intellectual property that 
contains economic value which need to be protected but cannot be protected 
adequately under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industrial 
property and copyright.’ Article 3 of the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draft), which is being enacted in Korea as of now, defines ‘intellectual 
property’ as ‘knowledge, information, techniques, ideas and expressions of 
feelings, marks of products or commerce, varieties of plants and animals, 
genetic resources, and other intangible assets that are produced or discovered 
by creative human activities and experiences.’ Article 3.3 further recognizes 
‘new intellectual property’ as a type of intellectual property which emer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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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new fields of society after economic, social, cultural, or technological 
changes have taken place. Thus, the advent of new intellectual property reflects 
the social and economic changes taking place in the scope of intellectual 
property. 

In general, new intellectual property emerged with the advent of new 
industries that generate added value. For instance, new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art and culture sector appeared in the midst of a rapidly growing cultural 
industry, departing itself from the traditional ideology emphasizing the 
development of culture through the promotion of creativity. For example, in 
the case of publicity rights, which were considered to be personal rights, are 
now recognized as property rights. 

On the other hand, the emergence of new intellectual property comes in 
hand with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Fundamental 
questions on whether to share socially-formed knowledge publicly or to grant 
exclusive rights may change according to perception. The new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aims to extend the original purpose to preserve and utilize 
the knowledge that was traditionally considered to be a public asset by 
granting property value. In the cas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 is also 
going through a change in perception, by moving from the paradigm of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towards the utilization and creation of value. 
These changes can be perceived as social progress, attempting to create a 
culturally diversified society rather than an industrial society which only 
emphasizes the development of economy.  

Furthermore,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the utilization 
of ‘derivatives,’ which are produced during the makings of final products, is 
also gaining much importance. As a result, during the process of claims made 
for the rights of derivatives, the recognition of new intellectual property can 
appear. Technological developments not only create new products, but also 
discover and recreate existing products to maximize outcomes. In addition, 
by moving beyond the system which only emphasized the final outcomes 
of research, a large amount of derivatives such as information, data, and 
intellectual outputs may be recognized as valuable resources for the future 
as well as a source of competitiveness. Thus, these types of interim-products 
act as stepping stones in developing final products, which is why the issues of 
ownership and rights of derivatives are becoming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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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haracteristics of New Intellectual Property

New intellectual property shares similar characteristics to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but it differs in a way where most of its items appear in the domains 
not covered by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Thus, the only difference 
between new and old intellectual property is that, new intellectual property is 
difficult to detect under the framework of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On 
the other hand, just as ordinary intellectual property, a great amount of time, 
money, and investment is needed for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new in-
tellectual property, while the duplication is extremely easy. This results in the 
creation of ‘free rides’, which make high market failures possible. 

Together with the above-mentioned problems, the fundamental issues be-
ing discussed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continue in the discussion of 
new intellectual property. These questions and concerns of whether to grant 
exclusive rights to a property for its protection or to expand its dissemination 
and public use are still pending. 

A clash of various interests may also occur. The most conspicuous one is 
the dispute between develop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while such dispute is usually carried out in a standardized form within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framework, it does not have a fixed pattern in the 
discussion of new intellectual property. This seems to be owed to the inherent 
characteristic of new intellectual property: ‘diversity’. Within the existing intel-
lectual property framework, notably in patent and copyright, there is a clear 
separation between the groups who lead this framework and those who fol-
low. Nevertheless, in the field of new intellectual property, there are various 
leading groups in different fields of industry. Furthermore, these groups put in 
certain efforts to include their vested interests into the discussion of new intel-
lectual property. For example, with respect to traditional knowledge and ge-
netic resources, there exists a dispute between countries who own traditional 
socio-cultural knowledge and natural resources on one side, and countries 
who attempt to utilize and commercialize these properties on the other side. 
In the case of semi-conductors, software (S/W), and chemical patents, which 
have recently established a firm protection mechanism, it is the developed 
countries that lead the discussion on provisions for protection, whereas the 
developing countries oppose it. After all, the position of states often changes in 
accordance with the trends of the discussion, rather than that of logic. In par-
ticular, such a phenomenon is noticeable in recent debates on scientific data, 
clinical information, and rights of publicity. 



Introduction,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N
ew

 Intellectual Property’ 

49

III. Importance of Discourse on New Intellectual Property 

Despite the growing importance of new intellectual property, the institutional 
mechanism for its creation, utilization, and protection is still at its rudimentary 
stage due to the inherent characteristic of intellectual property. Furthermore, 
it is an undeniable fact that there exist no comprehensive and consistent 
strategies in response to new intellectual property among the government and 
other relevant actors.

1.   Need for a Comprehensive Policy and Consistent Position from the 
Government and Society 

It is rather obvious to encourage the creation and utilization of new intellec-
tual property considering its value, but there is no viable measure to support 
such a movement (probably due to lack of preparation or difficulty in dealing 
with its inherent characteristics). The measures to deal with new intellectual 
property should be examined from different aspects, and a comprehensive ap-
proach to deal with new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must be adopted. 

Thus, the following are among many tasks that need to be tackled with 
regard to this issue: should a holistic approach be adopted by applying a gen-
eral defini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or should individual rights be treated 
differently?; to what extent should property be recognized as having exclusive 
rights while maintaining its characteristics as a public asset?; how to establish 
a system which can manage the matters of granting and exercising of rights?; 
and should there be a unified discussion within the system of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or should a specific system be established to deal 
with individual rights? 

On the other hand,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international 
dimension of this issue.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here exist 
international counterparts as well as domestic ones. Thus, adequate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diverse aspects of the issue, since new 
intellectual property is closely interlinked with not only a country’s economic 
situation, but also with their socio-cultural circumstances. To be more 
specific, a dispute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should be 
first considered when discussing the economic interests of new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meantime, when discussing the rights of new intellec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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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the relationships among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Korea, Japan, 
and China, become important. Such problems make it even more difficult 
for a government to maintain a unified position which is a crucial element in 
carrying out bilateral and multilateral negotiation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us, a more proactive study and discussion should take place. For instance, 
although a fierce discussion and struggle of interests may take place during the 
domestic decision-making process, a unified position must be adopted when 
engaging in international discussion. Similar problems can occur in almost all 
areas of new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biological diversity, geographical 
indication, traditional knowledge and genetic resources. 

2.   Advent of New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Establishment of its 
Protection System

Unless adequate protection is granted to the newly invented intellectual prop-
erty, which appeared with the advancement of the high-tech industry such as 
Information Technology (IT) and Bio-Technology (BT), attracting continuous 
investment in this area will be difficult. In most cases, products from IT and 
BT can be protected by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such as patent 
law, but in certain circumstances, it may not be qualified as the subject of pro-
tection. Meanwhile, there appear some products such as ‘rules of games’ and 
‘font designs’ which are not included in the scope of protection according to 
the court’s interpretation of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law. 

A method which could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new intellectual 
property is to expand the scope of protection within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law. Another is to enact a new law to protect new intellectual 
property. For instance,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copyright law, elements 
such as computer programs, databases,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and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are protected as of now. Furthermore, 
through the modification and broad interpretation of the laws on patent 
(computer programs, business models, etc.), design protection (fonts, etc.), 
trademark (colors, three-dimensional mark, hologram mark, geographical 
indication, names of domain, etc.),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trade 
secret, names of domain, etc.), some new intellectual properties are protected. 
In some cases, instead of using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law, new laws 
are enacted to protect properties such as semi-conductors integrated circ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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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omputer programs.1) To conclude, an adequate protection system, which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relevant industries, 
needs to be established. 

3.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New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ystem

When different governmental departments provide protection to newly 
emerged intellectual property without coordination, while responding 
individually, the protection may overlap or be excluded. For example, the 
issue of duplicated protection appeared as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mended the Copyright Act to provide protection to ‘databases’ 
only after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acted the 
Online Digital Content Industry Development Act to protect ‘digital contents.’ 
Furthermore, new varieties of plants are under the subject of protection 
in accordance to the Seed Industry Act, enacted by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t the same time, new varieties of plants 
can also be protected under patent. On the other hand, intellectual products 
such as software and games could fall into several categories of protection 
simultaneously, for instance copyright, patent right, trade secret, design 
right and trademark, depending on its composing elements. For this very 
reason, a comprehensive and organic policy approach needs to be adopted 
in protecting the above-mentioned new intellectual property. Furthermore, a 
national system to consult and coordinate different types of protection of new 
intellectual property should be established.

4.   Prevention of Adverse Effects Arising from New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Given its nature of being the type of intellectual property that is at the stage of 
formation, new intellectual property is difficult to be approved by society. Such 
disapproval derives from the consideration not to limit other people’s rightful 
usage of property by providing protection over new intellectual property. 

1_   The Computer Programs Protection Act was abolished and integrated into the Copyright Ac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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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ample can be found in the issue of ‘font’ and copyright. The Supreme 
Court of Korea excluded ‘font’ from the subject matter of protection under 
copyright law, by stating that ‘if protection was to be given to ‘font’ under the 
copyright law, there exists the danger of granting an exclusive right to Hangul, 
the Korean alphabet shared by all Koreans, to an individual.’ Taking into 
account such a decision,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placed ‘fonts’ 
as the subject matter of protection under the Design Protection Act, while not 
limiting its commercial usage such as typing, typesetting, and printing. 

Although software is the subject matter of copyright protection, some 
argue for the establishment of a separate protection mechanism since the 
current law is unable to protect the functional compositions of software, while 
the patent law requires a subject to meet strict criteria for protection. Others 
call for the creation of an entirely new protection mechanism, considering the 
changes taking place in the software industry, especially in business models 
such as Google’s android platform and open source software model. 

Likewise, a flexible approach that reflects the above-mentioned issues, the 
status of relevant industry, and the positions of users should be adopted, rather 
than only insisting on the creation of a strong and unilateral protection system 
for new intellectual property.

IV. Major Categories of New Intellectual Property 

Although the earlier-mentioned types of intellectual property such as 
computer programs, semi-conductor layout designs, fonts, and trademarks 
on sounds and scents which differ from country to country, are already 
recognized as having rights under specific laws or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law. Thus, the following are major types of new intellectual property 
which are frequently being discussed.

1. Geographical Indication System

It is a system which indicates that certain agricultural or processed goods, 
along with their reputations, qualities, and other characteristics, originate 
from a specific geographical location; thereby, protecting the producer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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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s by preserving specific characteristics of geographical conditions 
and the know-how formed by people who utilized these natural conditions. 
Regarding this issue, there is a clash of interest between Europe, who calls for 
stronger measures to protect geographical indications, versus other countries. 
Institutionally, there exists the issue of the provision of duplicated protection 
as well as the conflict between the geographical indication and trademark 
(collective mark). 

 

2. New Plant Varieties System

It provides the breeders of a new variety of plant an exclusive right to 
propagate, produce, transfer, and import/export new plant varieties. Fostering 
and supporting new plant varieties is becoming ever more important because 
they are being recognized as fundamental elements of the development of 
the seed industry and bio-industry for the future, thereby contributing to 
the strengthening of national competitiveness. There is a dispute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which continue with regard to this 
system, while some argue that there exist a duplication of protection and legal 
conflict concerning the patent (plant patent). 

3. Right of Publicity

As a type of property right that is being formed in recent legal theories and 
precedents, it gives an individual the right to control commercial use of his/
her aspect of identity such as name and image, while preventing others from 
using it. Although there is some level of consensus with regard to the need of 
protection of publicity, specific measures and legislation for protection are still 
yet to come. 

4. Genetic Resources

‘Genetic resources’ means genetic material of actual or potential value among 
materials of plant, animal, microbial or other origin containing functional 
units of heredity (Article 2,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The 
movement to protect genetic resources appeared with the realization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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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logical diversity is undergoing a rapid decline despite there being a growing 
importance of bio-industry such as research on biological phenomena and 
the development of new varieties of plants. In a similar vein, traditional 
knowledge (the knowledge system inherent in traditional technologies 
or creations passed down through generations by certain persons or local 
communities) is also discussed. There is a clash of interest between countries 
that possess affluent natural resources such as China, India and Brazil and the 
technologically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Japan. Furthermore, 
there exist broad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especially with regard to 
granting rights to genetic resources. 

5.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TCEs)’ refers to the intangible expressions 
of traditional culture or knowledge produced in the form of verbal, musical, 
and actions (WIPO). Recently, the movement to protect creative works 
produced by using TCEs is being initiated at both international and national 
levels, and the issue of granting rights and loyalties is being addressed. 
Furthermore, as the discussion on TCEs moves beyond the paradigm of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towards dissemination and commercialization, 
the gap between TCEs and existing legal systems widens.

V. Current Conditions and Problems

1. Current Conditions

As mentioned earlier, despite the growing importance of new intellectual 
property, a comprehensive discussion regarding this issue is still absent in 
South Korea. Since the issue of new intellectual property is being discussed 
by different departments of the Korean government sector-by-sector without 
consultation with others, individual departments operate using their own 
system to create and protect new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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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oblems

 Absence of Discussion on Systematic Protection of New IP
The discussion has not yet taken place on the issue regarding the possible 
competition and conflict between the existing law and new intellectual prop-
erty in case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law is used to protect new intel-
lectual property. Rights and protection are dealt separately by different depart-
ments, making a comprehensive discussion at the national level even more 
difficult to take place. In addition, since it is being launched dispersedly, a 
consensus on the issue of commercialization of new intellectual property will 
be difficult to reach if not kept in check. 

Absence of Solutions to Practical Problems 
A number of practical problems appear during the process of managing 
new intellectual property, such as the provision of duplicated protection and 
exclusion of protection. In reality, issues such as right of publicity, copyright 
of games, dispute among broadcast producers, benefit-sharing in the field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genetic resources, and friction between cultural 
heritage and trademark are being addressed in society. Nevertheless, the 
discussion of new intellectual property is not being carried out in relation to 
the perspective of intellectual property in a consistent manner, but is being 
discussed in the political domain. 

 Absence of Preparatory Methods for Creating and Utilizing New IP
Most new intellectual property is either self-created with the flow of history 
or with the changes of perception towards derivatives which are developed 
during the process of creating the final product. For this reason, systematic 
strategies for the creation and utilization of new intellectual property do not 
exist in most cases. In particular, some new intellectual property regards 
itself as having traits of self-creation and self-existence, thus only aiming at 
its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rather than promoting its creation and 
utilization in contribution to industrial development. Although the issue of 
new intellectual property appeared with changes taking place in the industrial 
atmosphere, the legal institution and perception still remain in the traditional 
paradigm, thus unable to follow up with the changing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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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Suggested Strategic Approaches

1. Aspects of Creation and Utiliz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rategy to promote creation and utilization of 
new intellectual property based on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rights. In case there is a new discovery or invention, a new protection strat-
egy in response to these new properties is recommended to be established. 
Likewise, in the case of the discovery of the existing property, relevant strate-
gies should also be sought. A discussion might be necessary with the type of 
property which places importance on its preservation, considering whether 
improvement or modernization is needed or not. 

The globalization of Korean food, which has recently gained international 
popularity with the spread of the Korean wave, could set a good example. 
Modernization of the Hanbok (Korean traditional dress) and Madang Nori 
(outdoor performances) should be thoroughly analyzed as a case study. In 
addition, the linking of Pansori and musicals as well as modernization of 
Taekgyeon and Ssireum are useful themes to consider for creating and utilizing 
new intellectual property. The traditional cultural art sector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above-mentioned issues and should actively change its perception 
to utilize traditional culture and spend some time in the consumer’s shoes.

 

2. Aspects of Protection and Grant of Rights

It is not enough to stress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a legal system pertain-
ing to new intellectual property. The discussion should include the question 
on how to decide the scope of right as well as the methods to reach such a de-
cision. Furthermore, the main points of discussion will be: whether to include 
new intellectual property within the existing framework of traditional intel-
lectual property or to establish a new framework; and whether to protect new 
intellectual property through the existing preservation/promotion law or to 
enact a new law.  

At the same time, a controversy over the issue of conflicting rights of 
similar intellectual property should be tackled as a prior task. In relation to 
the rights of new intellectual property, although there exists a consensus on 
the need for protection of new intellectual property, an agreement on how to 
establish protection measures and to avoid duplicated protection is yet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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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ed. The discussion on new intellectual property will be more effective if 
the incentives and benefits as a result of the new intellectual property are in-
cluded. 

3. Aspects of Promoting Nationwide Policy-based Discussion

It is essential to coordinate the dispersed and overlapping of the new 
intellectual system in a rational manner, thus broad communication should 
be critically called upon among relevant stakeholders. Through such a system, 
a social consensus could be reached. The clash of interests can be extended 
to the matter of pride and rivalry among relevant actors, not simply because 
of economic reasons, but because it is intricately intermingled with socio-
cultural elements; it thereby needs a prudent approach. 

VII.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New Intellectual Property

1. Overview

These days, the subjec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and intellectual property are continually discussed by WIPO. This 
issue originates from the recognition of a problem that, despite frequent usage 
of TCEs which belong to states, local communities, and indigenous people, 
the benefits generated by such acts are not being shared by the holders, while 
cases of distortion and degradation of TCEs are appearing. 

2. Present Conditions of Protection and Trends in the Field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of Korea define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sing the concept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s: “Intangible 
cultural products such as plays, music, dances, games, rituals and craft 
techniques with great historic, artistic, or scientific value.”

Nevertheless, since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aims at 
‘preserving, managing, and utilizing’ cultural property in its original form, the 
approach that the law has taken is entire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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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right under intellectual property. This is to say, the law acknowledges the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nd their holders (preservation 
societies), but it does not mention anything about exclusive right, nor the 
exercise of right with regard to the cultural assets.

As of toda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ogether 
with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continuously introduce the trend 
of international discussion, especially that of WIPO, while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addresses major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surroun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t the same time, some experts 
are calling for the establishment of an entirely new type of safeguarding 
mechanism through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ther than traditional safeguarding measures through 
designating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The clarific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also called 
upon by some experts, but the countermeasures for these issues are still at 
a rudimentary stage. In the meantime, it is necessary to protec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rough trademark right, as some practical problems2) such 
as misappropri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ademark may appear.

3. Issues to be Discussed

Regarding the issu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ridging the gap of 
perception between the traditional protection system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ntellectual property should be the starting point of discussion. 
To be specific, the existing system focuses on the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ereas th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emphasizes the promotion of ‘economic values.’ Thus, such differences 
in perception must be tackled; and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meaning 
of the term ‘safeguarding’ needs to be clarified. After carefully stud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aning of ‘safeguarding’ and ‘active protection,’ 
which is the granting of right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r commercial 

2_   Gyeongju Gyodong Beopju Case (Rice Wine in Gyo-dong Village in the Gyeongju Area): A holder of Gyeongju 
Gyodong Beobju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of Korea) attempted to apply for a trademark for 
this wine. However, the application was rejected because there was an existing trademark registered under the 
name of ‘Gyeongju Beopju’. Furthermore, a concern was raised for the possibility of the holders unable to use 
this name if somebody register a trademark under the name of ‘Gyodong Beopju’. The complaint was brought 
before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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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ge, a solution can be found.  
By taking into account the results that can be drawn from this discussion, 

the meaning of ‘creation’ in the context of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can be 
formed. This concerns the question of whether ‘creation’ of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is realistically possible, or rather the ‘identifying’ of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should mean ‘creation.’ In addition, the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creation’ means producing new cultural property by ‘applying’ 
traditional culture which reflects the modern times. Simultaneous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ervation of originality’ of cultural heritage and 
‘promotion and transmission’ needs to be clarified, while an approach must 
be adopted to deal with the dissemin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Furthermore,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which is formed throughout 
history, has an inherent characteristic of being shared by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Korea, Japan, and China. Nevertheless, such characteristic 
becomes the source of various problems. Thus, an adequate approach to solve 
them must be found. In particular, the clash of national interest as well as 
the rivalry in pride between Korea and China may appear, and it is already 
taking place in some areas. Additionally, there is always a possibility of such 
a problem arising within the country amongst relevant actors from different 
communities and regions. 

In the meantim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ystem such as copyright 
law, trademark law and design law needs to be examined. This is to say that a 
thorough study needs to be conducted in relation to the scope of protection 
within the existing system, in order to examine which subject matters can 
be included for protection or not, and what composes a violation of right. In 
the case of Gyodong Beopju, discussed earlier, the problematic aspect of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systems could be addressed, such as abuse of the 
system and demands for modification could be called up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is issue parallel with the ongoing 
international debate. In most intellectual property cases, there is the possibility 
of the advent of inter-state conflicts based on national economic interest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hould be discussed at the national level, not just 
at specific regional or sectoral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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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Conclusion

This paper has examined the discussion on the issue of creation,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new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t the current stage, it is difficult to propose any specific solution to 
this issue, so we must encourage a national discussion for the promotion 
of new intellectual property and to urge for the establishment of a relevant 
infrastructure as a foundation for the discussion. A prior need for establishing 
such a foundation is to develop a pan-governmental consultation system. 

For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it is noteworthy to mention a few things 
that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construction of the above-mentioned 
consultation system. 

First, the establishment of a new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that 
promotes the rights and benefi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olders and 
guarantees for public access to the heritage element should be discussed.

Second, the elemen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at needs to be 
included in the cont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should be verified, while 
the adequate preparatory measures for possible disputes with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China need to be sought. 

Third, the subject matter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eed to be specified 
and clarified through the strengthening and diversifying of inventory-making 
activities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is should also be followed by the 
establishment of databases for the generated outcomes, and official rights 
should be granted. 

Finally, methods to improve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should be examined. For instance, any attempts to register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s commercial trademark should be denied, 
and such trademark should be prevented from taking effect. Furthermore, a 
method should be sought to allow holder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 
freely use their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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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and folklore has entered the ambit of intellectual property 

discussion. There could be many reasons for the emergence of these new 
discussions. The most important reason behind it was that Western-style 
industries have increasingly used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in a broad sense, being felt as belonging to indigenous peoples. In other words, 
the Western industry needed their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in 
order to develop products and to exploit them in world markets.1) 

The climate of Western-style industries using the resources and knowledge 
of the indigenous people already appeared by Western researchers and 
artists or musicians in the 19th century and the extent of those resources 
and knowledge being in use nowadays are becoming vast.2) In other words, 
the attempts of the Western industry to acquire traditional knowledge were 
caused by globalisation of the market which obliged the industry to compete 
more severely and shorten the production cycle. It will not be too much to say 

1_   Silke von Lewinski. Indigenous Heritage and Intellectual Property,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2nd Edition, Wolters Kluwer, 2008. p.1.

2_   Simpson. Indigenous Heritage and Self-Determination. (Copenhagen, 1997), 52; Lucas-Shloetter, Part III, Sec. 
4.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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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e competition for preoccupancy and success in this global market is 
determined by the possibility of finding new materials, such as new melodies, 
rhythms, designs, techniques, genetic materials, medical remedies and so 
on. For instance, ethnic products are popular in terms of design, which are 
fashionable and attractive. Besides, it can be said that the importance of 
indigenous knowledge is reflected in the New-Age movement which includes 
the search by Western civilisations for lost values and renewed spirituality in 
indigenous cultures.3) 

However, hidden behind the growth of the Western industry are some 
aspects we have overlooked. In many cases, the Western industry did neither 
seek the consent of indigenous communities before commercial exploitation 
of their resources and knowledge nor share the benefits of such exploitation 
with the indigenous peoples. 

This behaviour of Western industries is mostly in compliance with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law according to which most indigenous 
knowledge is in the public domain.4) However, the indigenous peoples have 
claimed that such behaviour is unfair and lacks due respect. In addition, 
indigenous peoples have argued that such behaviour would usually infringe 
upon their customary laws, if such laws were applicable to outsiders.5) 

The divergence of these views results from their different interpretation 
of the importance of indigenous heritage and their concept of public domain. 
However, it is possible to argue tha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living 
heritage may be more important than western civilisation in terms of its 
value of life, identity and self-determination of human race towards the 
development of human culture.6) 

This paper will examine each concept of traditional knowledg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 and folklore which constitute the heritage of humanity 
in the hope that it might be able to shed some light on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ch is difficult to define. 

3_   Sandler. Music of the Village in the Global Market Place: Self-Expression, Inspiration, Appropriation or 
Exploitation?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2001, p.81 et seq.

4_   Silke von Lewinski, Ibid. p. 2.

5_   Silke von Lewinski, Ibid.

6_   Silke von Lewinski,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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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onsideration of the Concept and Scope of ICH

Nowadays a lot of intangible heritage is disappearing due to globalisation, 
rapid urbanisation, cultural integration policy as well as the younger 
generation’s lack of interest. Therefore, UNESCO has been paying attention 
to the conserv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r quite a long time. The 
importanc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s been a main subject of interest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since 1990. Especially, UNESCO’s 29th General 
Conference held in 1997, which agreed on the ‘Proclamation of Masterpiece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7) in order to preserve intangible 
heritage from extinction as a result of the process of industrialisation and 
globalisation. Consequently, the decision raised international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intangible heritage and led to the first international agreement 
in order for the conservation of intangible heritage,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t UNESCO’s 32nd General 
Conference in 2003.8) The Convention was an even more powerful regulation 
than any existing recommendations or the Proclamation of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which was an internal project 
of UNESCO’s cultural area. Hence, the Convention stipulates that no further 
Proclamation will be made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and 
the items proclaimed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shall be incorporated 
onto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by 

7_   UNESCO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was adopted in the 29th UNESCO 
Conference in 1997, and registered 90 items of 70 countries as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in  2001, 2003 and 2005. In Korea, three elements of Heritage were registered as UNESCO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Jongmyojerye, Jongmyojerye-ak (2001), Pansori (2003), 
Gangneung’s Danoje Festival (2005)  http://www.unesco.or.kr/heritage/ich/index.asp UNESCO and Heritage 
(Accessed on 28 September, 2010).

8_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epares a system for registering the 
intangible heritage of each country within the schemes of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rticle 16) and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Article 17). The Convention in an international agreement which is concluded in the 32th UNESCO General 
Conference in Paris between 29 September and 17 October 2003. Once the Convention was adopted, many 
countries in Africa, South America and Asia whose intangible heritage were in danger fully supported the 
Convention. As a result, on 20 April 2006, after 2 years from the adoption, the Convention was formally 
effective as 30 countries joined in. The Republic of Korea joined on 9 February 2005 as the 11th Member State. 
http://www.unesco.or.kr/heritage/ich/convention.asp (Accessed on 27 Septemb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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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mittee in Article 31.9) 

The concep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merged in response to the 
‘World Heritage’ whose major domain is 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fact 
that UNESCO adopted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2003 can be a milestone in protective activities of 
cultural heritage, which were used to focus only on tangible heritage such as 
architecture, and confirms that the valu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living heritage, was newly recognised and its importance was extended.10) 

Then, what i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mentioned, it is very difficult 
to defin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a single word, and there are many 
definition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ecause three words in the term, 
intangible, culture and heritage, are all abstract terms. There is no defini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a single concept in the Korean Dictionary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but it defines intangibility, 
culture and heritage separately. According to the Korean Dictionary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intangibility’ is referring to a state 
without a shape or form and can also be considered ‘incorporeal’. It defines 
culture as an inclusive term which refers to styles of human attitude and life 
which were acquired, shared and transmitted among community members in 
order to achieve a specific goal or ideals, and materialistic and spiritual profits 
which were achieved in the process of life. Culture also includes everyday life, 
languages, customs, religions, study, art and systems. The dictionary defines 
‘heritage’ as objects or cultures which were transmitted through generations. 
According to the Korean Dictionary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cultural heritage’ is the cultural fruit of ethnic communities or 
human society such as science, technology, customs and norms which are 
worthwhile to succeed or pass on to the following generations for cultural 
development and includes any spiritual or material cultural properties or 
cultural patterns.11) However, this definition is merely a conceptual attempt, 
and hardly reflects the social consensus reg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is regard, it would be necessary to examine an article of definition in 
the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Article 2, paragraph 1, the Convention define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9_   http://www.unesco.or.kr/heritage/ich/convention.asp (Accessed on 27 September, 2010)

10_   http://www.unesco.or.kr/heritage/ich/index.asp UNESCO and Heritage (Accessed on 28 September, 2010)

11_   Homepage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Accessed on 28 Septemb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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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practices, representations, expressions, knowledge, skills – as well as 
the instruments, objects, artefacts and cultural spaces associated therewith that 
communities, groups and, in some cases, individuals recognise as part of their 
cultural heritage.”12) However, it is arguable that the Convention recognises 
and extends the concep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rom the dimension of 
intangible objects to the dimension which embraces tangible objects which is 
related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stated in Article 2 of the Convention, 
it includes not only practices, representations, expressions, knowledge, and 
skills, but also tangible objects such as instruments, objects, artefacts which 
are products of activiti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Article 2 paragraph 2 regarding the scop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UNESCO Convention enumerates the exampl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a) oral traditions and expressions, including language 
as a vehicle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 performing arts; (c) social 
practices, rituals and festive events; (d) 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 and (e) traditional craftsmanship.’13)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Article 2 is an enumerative clause not a restrictive 
clause for qualification. Given the Latin expression ‘inter alia’ (or ‘notamment’ 
in French), it is clear that Article 2 exemplifies featur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owever, while Article 2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interprets the 
defini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ticle 2 paragraph 2 seems to 
restrict the scope to cultural heritage which is exclusively intangible. For 
example, ‘traditional craftsmanship’ exclusively refers to the traditional skill 
or technique which is intangible and the craft object which is the product of 
craftsmanship is not clearly discussed. Nonetheless, as mentioned above, it is 
unnecessary to minimise the scop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Article 
2 paragraph 2 of the Convention is enumerative. In other words, it should be 
noted that the given exampl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Article 2 are 
only typical form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t the exclusive defini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is regard, it would be appropriate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14)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a broad sense which includes tangible 

12_   UNESCO Convention 2003, Article 2, Paragraph 1.

13_   UNESCO Convention 2003, Article 2, Paragraph 2.

14_   UNESCO Convention 2003, Article 2, Item 1 (the latter part).



66

Sa
fe

gu
ar

di
ng

 o
f I

CH
 a

nd
 In

te
lle

ct
ua

l P
ro

pe
rt

y 
Ri

gh
ts

 - 
Tr

en
ds

 a
nd

 C
ha

lle
ng

es

objects as a product of spiritual and technical activities, as 1) transmit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2) continuously recreated by communities 
and groups in response to their environment, their interaction with nature 
and their history; 3) provides them with a sense of identity and continuity; 
4) promotes respect for cultural diversity and human creativity; 5) coincides 
with the requirements of mutual respect among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and of sustainable development. 

II. Similar Concepts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re are many concepts which are similar to, and comparable wit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uch as traditional knowledge, folklor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and cultural property.15) 

1. Traditional Knowledge (TK) 
  

Traditional knowledge (TK) means knowledge should be traditional. 
However, originally, knowledge is not traditional. Knowledge typically refers 
to ‘information held in human memories that is accessible by recall and the 
practice of learned skills, in a useful way in day-to-day life’.16) The meaning of 
‘traditional’ implies that such knowledge is handed down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and that it has been accumulated by societies over the course of 
long experience in a particular space, landscape or ecosystem.17) In most cases, 
TK is usually collective in nature and considered the property of the entire 
community. Therefore, TK does not belong to any single individual within the 
community, rather it is transmitted through specific cultural and traditional 

15_   Guan Yuying, Legal Protection for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Legal Protection of TCEs), 
Sino-Korean Joint Research Report 2004, p. 49. The debate on TK,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 started 
from the suggestion of the Indian delegates in Intellectual Property Conference of Stockholm in 1967.

16_   Knowledge, Innovations and Practices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Implementation of Article 
8(j) Doc., UNEP/CBD/COP/3/19 8-9.

17_   Jonathan Curci,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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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exchange mechanisms.18) 
The term ‘traditional’ used in describing this knowledge does not imply 

that this knowledge is old, but ‘tradition-based’. It is ‘traditional’ because it is 
created in a manner that reflects the traditions of the communities, therefore 
not relating to the nature of the knowledge itself, but to the way in which 
that knowledge is created, preserved and disseminated.19) In this regard, TK 
is not merely useful information, but a normative and social component of 
tradition. TK is derived from integrated experiences and is distinctive from 
cosmopolitan knowledge which is combined with the Western scientific 
discovery, economic preference or philosophy, and widespread culture.20) 

The concept of TK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in broad and narrow 
senses. TK in a narrow sense is traditional, ecological and medical knowledge 
and related to technical know-how.21) TK in a broad sense is, as mentioned 
before, the entire product and a derivative of intellectual activities tradition-
based in the field of industry, literature, art and science.22) However, there is no 
socially or internationally concrete defini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WIPO has been discussing the definition to date. 

In the 16th meeting of WIPO in Geneva, Switzerland from 3 to 7 May 2010, 
the definition and the scope of TK was mentioned in Chapter 3 ‘Substantive 
Principles’, Article 3 ‘General Scope of the Subject’, and in ‘Revised Provisions 
for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WIPO/GRTKF/IC/16/5.’ 
According to Article 3 paragraph 2 of the Revised Provisions, ‘traditional 
knowledge’ refers to the content or substance of knowledge resulting from 
intellectual activity in a traditional context, and includes the know-how, skills, 
innovations, practices and learning that form parts of traditional knowledge 
systems, and knowledge embodying traditional lifestyles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or contained in codified knowledge systems passed 
between generations. It is not limited to any specific technical field, and 
may include agricultural, environmental and medicinal knowledge, and 

18_   Jonathan Curci, Ibid.

19_   Draft Decision on Traditional Knowledge, annexed to WTO, Taking Forward the Review of Article 27.3(b) 
of the TRIPs Agreement, Joint Communication from the African Group, WTO Doc. IP/C/W/404 (26 June 
2003), e.g. Art 2(b)(iii).

20_   A. Hansen and J. Vanfleet. Traditional Knowledge and Intellectual Property. http://shr.aaas.org/tek/
handbook/handbook_1.pdf13.

21_   WIPO Document (5.2.2003), Consolidated analysis of the legal protection of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expressions of folklore, p. 6.

22_   Song, Young-Sik et al., Intellectual Property Law. Sechang Publishing, 2009, p.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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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23) TK acquires 
innovation in the process of its use, for example, adding new elements to 
existing TK or making a process more efficient. Innovation, is an action which 
maximises the value of tradition without changing the essence or nature of 
tradition.24) 

2.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TCEs) / Expressions of Folklore (EoF) 

Two terms,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and ‘Expressions of Folklore’ 
are interchangeably used as a similar concept. However, some countries tend 
to prefer25) TCEs/EoF due to the negative connotation of the term ‘folklore’ as 
folklore seems to be regarded an inferior level of culture.26) In contrast, some 
countries prefer to use the term EoF.27) 

The term ‘folklore’ is derived from the combination of a word ‘folk’ which 
refers to general public or a tribe and a word ‘lore’ which means tradition 
or traditional knowledge.28) The term ‘folklore’ seems to have been used for 
the first time in 1846 by English archaeologist, W.G. Thomas, editor of the 
journal ‘Notes and Queries’, to refer to the ideas of the traditions, customs and 
superstitions of the members of a certain community of people.29) It was then 
adopted in almost all languages as a term to define and cover all the contents 
understood under the expressions ‘knowledge of people’ and ‘culture of the 
people’.30) 

23_   http://www.wipo.int/edocs/mdocs/tk/en/wipo_grtkf_ic_16/wipo_grtkf_ic_16_5.pdf (Accessed on 1 Oct. 2010).

24_   “Traditional Knowledge and Biological Diversity”, U.N. Doc. UNEP/CBD/TKBD/1/2(18 Oct. 1997), para. 
86. Kim, Beong-Il et al., Protection for Traditional Knowledge related Genetic Resource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dustrial Property Right. 2006, p.5.

25_   WIPO document (booklet No. 1), Intellectual property and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folklore, p.2.

26_   Weinwe. “Protection of Folklore: A Political and Legal Challenge”, IIC 1987, 58. Contra Menon, “A 
definition of folklore”, [1979] INTERGU-Jahrbuch, Vol. 4. 209: “I do not think it refers to anything of the 
lower strata of societies as such”. Silke von Lewinski. Ibid. p.345.

27_   In the 5th session of WIPO IGC, many countries preferred to use the term EoF. See the Report of the Fifth 
Session of the IGC, July 2003, Doc. WIPO/GRTKF/IC5/15, No 34, p.13; Silke von Lewinski, Ibid.: Most of 
African countries apart from Algeria and Arab countries such as Malawi, Egypt, Nigeria, Saudi Arabia, and 
the delegates of ARIPO maintain to use folklore or EoF rather than TCEs.

28_     www.unesco.org/culture/ich/doc/src/00272-FR.doc (Accessed on 29 Sep. 2010)

29_   Moreira da Silva, ‘Folklore and Copyright’, [1967] EBU Review, Vol. 101, 54; Silke von Lewinski, Ibid.

30_   Niedzielska, ‘The Intellectual Property Aspects of Folklore Protection’, [1980] copyright, 339; Silke von 
Lewinski,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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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despite the conceptual definition and many international 
debates in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f WIPO, initial agendas on 
TCEs or EoF such as the definition, subject matter of protection and the scope 
have not yet been agreed upon, particularly because the concept of folklore is 
approached differently in develop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and 
indigenous groups. The former tends to adopt narrow definitions, viewing 
folklore as tradition, while the latter tends to prefer broader definitions, 
viewing folklore as a continuing and constant cultural manifestation.31) 
The Western interpretation refers to the artistic expressions of culture of a 
population that have been transmit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nd that 
ought to be preserved, and contains something of the ‘collected and dead’.32) 
In contrast, folklore is considered as a living heritage that is an integral part of 
their lives in developing countries and indigenous groups. 

The UNESCO-WIPO Model Provisions for National Laws on the Protection 
of Expressions of folklore against illicit exploitation and other prejudicial 
Actions33) also defines the definition of EoF as “productions consisting of 
characteristic elements of the traditional artistic heritage developed and 
maintained by a community of a country or by individuals reflecting the 
traditional artistic expectations of such a community.”34) 

After the adoption of the Model Provision in 1982, the IGC of WIPO 
has convened meetings in order to collect opinions of the States Parties on 
10 issues for the correction and the supplementation of the Model Provision, 
and for the preservation of TCEs. The next session of the meeting is due to 
commence from 6 to10 December 2010 in Geneva, Switzerland. Recently, 
in 7 June 2010, the WIPO IGC (WIPO/GRTKF/IC/17/4 PROV) agreed on 
the draft of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Revised Objectives and Principles’. This document defines the 
definition of and the criteria for protection for TCEs or EoF in Article 1 

31_   Palethore & Verhulst. “Report on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expressions of folklore under intellectual 
property law.” Study commission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October 2000, no. 1.1, p.6.

32_   Weiner. Protection of folklore: A Political and Legal Challenge, IIC 1987, 58.

33_   UNESCO-WIPO Model Provisions for National Laws on the Protection of Expressions of folklore against 
illicit exploitation and other prejudicial Actions. Henceforth, with the initiative of WIPO, Draft Treaty 
for the Protection of Expressions of folklore against illicit exploitation and other prejudicial Actions was 
prepared in 1984. However, articles in the Model Provision and Revised Draft has not particularly been 
applied to individual countries.

34_   The Model Provision, Artic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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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Matter of Protection) as follows35):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and/or “Expressions of Folklore” [are] 
any forms, whether tangible or intangible or a combination thereof, 
in which traditional culture and knowledge are expressed, appear or 
are manifested, and are passed o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forms of expressions or 
combinations thereof: 

a)   phonetic or verbal expressions, such as: stories, epics, legends, poetry, riddles 
and other narratives; words, signs, names, and symbols, etc.; 

b)   musical or sound expressions, such as songs, rhythms, [and] instrumental 
music and popular tales; 

c)   expressions by action, such as dances, plays, ceremonies, rituals, sports and 
traditional games and other performances, theatre, including, among others, 
puppet performance and folk drama, whether or not reduced to a material 
form; 

d)   and tangible expressions, such as productions of art, in particular, drawings, 
designs, paintings (including body-painting), wooden carvings, sculptures, 
mouldings, pottery, terracotta, mosaic, woodwork, metalware, jewellery, 
baskets, food and drink, needlework, textiles, glassware, carpets, costumes, 
works of mas, toys, gifts and; handicrafts; musical instruments; stonework, 
metalwork, spinning, and architectural and/or funeral forms. 

According to the definition above, TCEs or EoF can be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and have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components (‘mixed 
expressions’). Besides, the draft Revised Provisions enumerates four types of 
TCEs or EoF: phonetic or verbal expressions, musical or sound expressions, 
expressions by action and tangible expressions, such as productions of art. 
Article 1 also makes it clear that oral (non-fixed) expressions would also 
be protectable, responding to the often oral nature of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 Fixation would therefore not be a requirement for protection. The 
protection for ‘architectural forms’ could contribute towards the protection of 
sacred sites (such as sanctuaries, tombs and memorials) to the extent they are 

35_   Words in underline are revised draft which reflects the opinions of delegates from each country such as the 
Mexican delegates and still under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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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 of misappropriation and misuse as covered by these provisions.36) 
  

3.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is a very close concept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particular,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in the Republic 
of Korea uses the term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instead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Article 2 as “intangible cultural products of outstanding 
historic, artistic, or academic value, such as drama, music, dance and craft 
skills.” One of the distinct differences related to the defini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etween regulation of UNESCO and/or WIPO and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is to include a concept of ‘outstanding 
historic, artistic, or academic value’. It is noteworthy to mention that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requires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to have an ‘outstanding historic, artistic, or academic value’. In contrast, the 
defini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eing discussed among UNESCO or 
WIPO does not require such value. 

36_   WIPO document, http://www.wipo.int/edocs/mdocs/tk/en/wipo_grtkf_ic_17/wipo_grtkf_ic_17_4_prov.pdf 
(Accessed on 1 Oct.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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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Comparison of the Definition behi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K and TCEs/EoF 

Classificati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aditional Knowledge TCEs/EoF

General
definition

Practices, representations, 
expressions, knowledge, skills 
–   as well as the instruments, 

objects, artefacts and cultural 
spaces associated therewith 

–   that communities, groups 
and, in some cases, 
individuals recognise as part 
of their cultural heritage

(UNESCO Convention 2003, 
Article 2 paragraph 2)

Content or substance of 
knowledge resulting from 
intellectual activity in a 
traditional context, and 
includes the know-how, skills, 
innovations, practices and 
learning that form part of 
traditional knowledge systems, 
and knowledge embodying 
traditional lifestyles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or contained in 
codified knowledge systems 
passed between generations 
(Sixteenth Session, Revised 
Provisions for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of Intergovernmental 
Committee, Article 3 
paragraph 2)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and/or 
“Expressions of Folklore” [are] 
and any forms, [whether] 
tangible [and/or] intangible 
or a combination thereof, in 
which traditional culture and 
knowledge are expressed, 
appear or are manifested, and 
are passed o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forms of expressions or 
combinations"
(REVISED OBJECTIVES
AND PRINCIPLES, the 17th 
session of WIPO IGC)

Characteristics Intangible+tangible 
(like crafts)
tangible objects like tools, 
items and crafts as well as 
intangible are included in the 
concep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Cultural space is included 
in the definition

TK in a broad and narrow 
senses TK in a broad sense: 
whole outcomes in the field 
of industry, literature, art and 
science which derived from 
the products of intellectual 
activities

Intangible+tangible (in art or 
architecture, etc.)

Fixation would not be a 
requirement for protection 

The protection for
“architectural forms” could 
contribute towards the 
protection of sacred sites 
(such as sanctuaries,
tombs and memo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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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aditional Knowledge TCEs/EoF

Scope ①   Oral tradition or 
expression including a 
language as a means of 
communication, 

②   Performing art, 
③    Social customs, 

consciousness and 
festivals, 

④    Knowledge and customs of 
nature and space, 

⑤   Traditional craftsmanship

※    exampl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t limited to any specific 
technical field, 

①   Agricultural TK
②   Environmental TK
③   Medicinal TK
④    Any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①   Phonetic or verbal 
expressions such as: stories, 
epics, legends, poetry, 
riddles and other narratives; 
words, signs, names, and 
symbols, etc.;

②   Musical or sound 
expressions such as: 
songs, rhythms, [and] 
instrumental music and 
popular tales;

③   Expressions by action 
such as: dances, plays, 
ceremonies, rituals, sports 
and traditional games 
and other performances, 
theatre, including, among 
others, puppet performance 
and folk drama, 39 whether 
or not reduced to a material 
form; and,

④   Tangible expressions such 
as: productions of art, 
in particular, drawings, 
designs, paintings 
(including body-painting), 
wooden40 carvings, 
sculptures, mouldings, 41 
pottery, terracotta, mosaic, 
woodwork, metalware, 
jewellery, baskets, food 
and drink, 42 needlework, 
textiles, glassware, carpets, 
costumes, works of mas,   
43 t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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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haracteristic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ts Need for Safeguarding

rticle 2, clause 1 of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Convention) define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the practices, representations, expressions, knowledge, skills – as well as 
the instruments, objects, artifacts and cultural spaces associated therewith – 
that communities, groups and, in some cases, individuals recognize as part 
of their cultural heritage”. The examples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der the definition of the Convention are: oral traditions and expression, 
including language as a vehicle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erforming 
arts; social practices; rituals and festive events; 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 and traditional craftsmanship (ICH 
Convention Article 2, Clause 2). Such a definition shares a similarity with the 
definition of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TCEs)/Folklore (EoF) which 
is currently being discussed in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Although WIPO does not directly define traditional knowledge 
(TK), it provides examples of TK to be: food, agriculture, the environment,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health, traditional medicines, huma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ICH: 
                                                                      Issues and Tasks 

Soyoung Yook
Professo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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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s, and indigenous issues. As for the examples of TCEs, art, designs, 
music, signs and symbols, performances, architecture forms, handicrafts and 
narratives are included.1)

To classify the characteristic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irst, it consists 
of cultural assets in intangible form; second, it is developed collectively and 
gradually throughout different generations; third, it is passed down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by using unfixed methods; fourth, it is creative works 
resulted from collective activities rather than that of individual; fifth, it is 
continuously being used and transformed within the society that it originated 
from.2)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iffers from natural heritage, which refers 
to the natural places in need of protection for being the habitats of endangered 
plants and animals, also having great physical and biological values as well as 
scientific and aesthetic worth. In the meantim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also different from ‘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ch is widely known as 
cultural heritage which is in the tangible form.3)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ntellectual property share a similarity 
in that they are both creative products which do not have fixed forms. 
Nevertheles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iffers from intellectual property, 
for it has gradually been developed throughout generations and continues 
to be used and evolves within the society where it originated from. Thus, the 
problem of how to protect such collective and gradual creative works call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ecomes an issue. Without an adequate legal 
protection system,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an be owned by those with 
money and knowledge to abuse the existing system, rather than the actu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ustodians.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actual 
custodian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o have been developing and 
maintain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roughout generations, may be 
excluded from the benefits generated from us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urthermore, the custodians will not be able to freely use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ch is the foundation of their lives.

To be more specific, despite the contribution and efforts made by the local 
population and indigenous people in identifying, developing, and preserving 

1_   www.wipo.org (Accessed, 14 Oct. 2010)

2_   Srividhya Ragavan.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2 Minn. Intell. Prop. Rev. 1, 4 (2001).

3_   Erin K. Slattery. Preserving the United State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 Evaluation of the 2003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a Means to Overcome the Problems 
Posed by Intellectual Property Law, 16 Depaul-LCA J. Art & Ent. L. 201, 205-20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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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ivate companies armed with advanced 
technology, money, and marketing skills can possess socio-economic values 
generated by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urthermore, private companies can 
restrict local populations or indigenous people’s usage of their ow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addition, when non-custodian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tilise a certain tribe’s cultural heritage, such as names, symbols 
and emblems, faith and religious values invested in the cultural heritage, the 
spiritual freedom and privacy of the tribe may be violated and standards may 
fade. Even when tribes allow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 be used by 
others, the originality of the elemen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ill be 
damaged since the usag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y original tribes may 
differ from that of the non-custodians. 

II. Intangible Cultural Safeguarding through 
     Intellectual Property

There are two ways to protec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ne is to mak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ventories in order to preserv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o conduct research. Another is to protec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der an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Traditionally,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s been protected by using the former method and the 
2003 Convention for ICH also uses the same means. Nevertheless, indigenous 
people and communities have a strong sharing ethos of their knowledge and 
resources by themselves. Accordingly, this sense of ownership has led us to the 
discussion on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s of today.  

However, three factors must be considered for protec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rough intellectual property. Firs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presents the historical information collected from time immemorial 
in an incremental fashion. It is not new and is said to be in the public domain 
as the common heritage of humanity. Second, before being commercialised 
and developed by western science and industry,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just state-of-the-art. Without adding innovative or inventive steps, it cannot 
create any monetary benefits. Third, to preserv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ource countries and their local communities must maintain a certain amount 
of control over the use of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case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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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continued to be excluded from the use of their ow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levant actors will eventually abandon their traditional customs, 
which provide the fundamental foundation for preserving and maintain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addition, to protec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intellectual property,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ust satisfy statutory requirements. However, 
considering the abovementioned characteristic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uch requirements are difficult to meet. By examining different typ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following section of this paper will discus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s intellectual property while also 
addressing the limitations. 

1. Copyright Law

A. Copyright in General
The simplest way to protec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intellectual 
property is through copyright. Under the copyright law, any works containing 
“creativity” can be protected. In this sens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an be 
recognised as works comprised of creativity. On the other h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s aspects that are difficult to be protected by copyright 
law; above all, the verification of author, the creator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complicated to identify. Furthermore, proving the existence 
of “creativity” withi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also challenging sinc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gradually developed throughout time. The 
limited duration of protection under the copyright law makes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rough copyright unsuitable. The collective 
characteristic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based on the objective of 
the communities who hol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creator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 indefinitely retain their heritage for non-profit 
purposes while this conflicts with the copyright law which aims to provide 
protection for only a limited period of time. Furthermore, the characteristics 
of copyright law, which consists of a restriction on right or certain principles 
of fair use, may not be compatible with the concep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en it is used for the purpose of education, news reports, critics, 
and research, copyright law permits people other than the creator to use 
copyrighted materials. Nevertheless, apart from the issue of social utility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 may not be acceptable for communities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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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 permit outsiders to use their cultural 
heritage. This can be especially pertinent to the groups who wish to exclusively 
maintain and transmit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its original form 
within their community. Therefore, outsiders using the group’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uld be perceived as a threat to achieving such an objective. 

B. Moral Rights
Moral rights are composed of the right to divulge information, right of 
paternity, and right of integrity.4) Among these rights, right of integrity is 
closely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is is a right 
granted to a creator to maintain the consistency of the contents, format, 
title of his/her creative works, and to seek remedies from any distortion or 
degradation of the work. Thus, for holder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uch 
as local communities and indigenous people, moral rights can be an effective 
tool to prevent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rom being transformed and 
distorted by outsiders. 

Nevertheless, moral rights have a limitation in protec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r it is also part of copyright which contains problems 
generally found in copyright law. For instance, the most notable conflicts 
between the concept of copyright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that while 
copyright is based on the ownership of an individu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based on collectivism. 

2. Patent Law 

Among different elemen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universe can be protected by patent law. 
Patent law is a system which grants an exclusive right for a limited period 
of time to the inventor who created new, useful, and non-obvious products 
or methods and who is at the same time, the first applicant of the patent 
registration of the product.5) Nevertheless, there are four obstacles to protec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der patent law. First, patent law recognises an 
invention as the product of an individual, whil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4_   Copyright law, Article 13.

5_   Copyright law, Article 2, Clause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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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usually created and owned collectively. Second, in order to obtain a patent, 
‘inventive step and non-obviousness’ of a product must be proved. Third, the 
patent application should include the technical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for better understanding for the examiners who grant patentability. Fourth, 
the registration and maintenance of a patent6) is costly.

With regard to the first issue, it is impossible to verify the creator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ne of the requirements of patentability, due 
to the fact tha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communally produced and 
owned. While a patent is an intangible asset of an individual which needs a 
clear verification of an owner to be recognised as patent, on the other h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annot verify its original creator or an inventor 
during the time of its formation. 

For the second issue, a patent applicant needs to prove that his/her 
invention has ‘novelty, utility, non-obviousness and inventive step’. Nevertheles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ith its cumulative characteristics, cannot prove its 
novelty, non-obviousness and inventive step to a person who has ordinary skill 
of the art.  

In relation to the third issue, it is difficult for communities which hol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 complete patent applications by sufficiently 
describing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lthough the communities are 
very well aware of the utility of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escribing it 
in a scientific language is extremely difficult sinc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usually recorded and transmitted through oral traditions. With the help of 
experts, communities may complete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atent 
application. However, due to the high cost of preparing patent applications, 
private companies may be in a more favourable position rather than the 
communities who actually hold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lement to 
apply for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atent. 

The fourth issue is a problem which derives from the high cost of the 
patent application and its maintenance. The high cost for application and 
lawsuits in the case of infringement, makes it difficult for holder communities 
to be protected under the patent law. 

Therefore, ostensibly, it is possible to protec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a patent, while in practice there exist a great difficulty for communities to 
obtain patent rights. 

6_   Graham Dutfield, Trips-Related Aspects of Traditional Knowledge, 22 Case W. Res. J. Int’l 233, 25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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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rade Secret Law

Trade Secret law provides another form of protection ove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wo major requirements need to be satisfied in order to protec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der the trade secret law. First, reasonable efforts 
should take place in order to maintain the secrecy of the conten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econd, economic benefits should be generated by using the 
fact tha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tents are not well known to the public. 

In terms of the cost-efficiency of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der the trade secret law, it could be efficient, prompt and simple; 
indefinite protection could be granted as long as the secrecy is maintained. 
However, in practice, the strict requirements for obtaining trade secret rights 
mak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mpossible to be protected under trade 
secret law. The conditions for obtaining a trade secret right, such as the owner 
putting reasonable effort in maintaining secrecy of their creative works 
and there being a widespread secrecy of the creative works within relevant 
industries, are difficult to be applied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ecrecy 
means only a few people have access to certain information, whil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shared by all the members of the local community. In case 
the requirement for secrecy is satisfied, the second requirement of trade secret 
can be met sinc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an generate economic benefits. 

Above-all, trade secret is protected only when it is illegally used by other 
people. Thus, in case a trade-secret right is granted to a person who is not the 
owner of the knowledge, the question of whether the trade secret was obtained 
illegally or not arises. Wiretapping, bribery, fraud and theft are all considered 
to be illegal methods, while any behaviour hampering the owner’s integrity to 
maintain secrecy is also recognised as illegal methods. This is to say that, only 
whe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aintains its secrecy, can it be protected 
under the trade secret law, in case outsiders attempt to us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evertheless, such an issue of secrecy is difficult to be solved in the 
cas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4. Others

Apart from protec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y copyright, patent law, or 
trade secret law, one can also consider protec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der trademark and design protection laws. Firstly, in order for intang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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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heritage to be protected by trademark law,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hould be compatible with the concept of trademark. Under trademark law, a 
trademark is defined as a distinctive sign, word, or logo used by people who 
produce, process, identify and sell products.7) Therefore, verbal expressions, 
signs, and emblem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ay be the composing 
elements of trademark. On the other hand, it is difficult to recognise the 
groups who hol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people who produce, process, 
identify, or sell commercial products,” and even afte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commercialised, there are many cases that the name cannot be 
registered as trademark because they are usually generic and descriptive. Thus, 
it can be said that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ursuant to 
the trademark law is difficult.8) Furthermore, when outsiders from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older communities attempt to register trademarks of verbal 
expressions and emblem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re is no measure 
to prevent such deeds.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der the design protection 
law shares similar problems as the trademark law. Design refers to the shape, 
form, colour, containment of aesthetical value as well as novelty, creativity, and 
possibility to be utilised in industries (possibility of mass production).9)Amo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aditional expressions such as signs and symbols 
can be considered as types of designs which can receive protection under the 
design protection law. However, design needs to be expressed on a product 
and must be produced massively in order to receive protectio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ties who hol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 
is difficult under the design protection law for them to massively produce their 
designs in a systematic manner; and the characteristic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uch as gradational development, cumulative creativity, and lack of 
innovation makes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ifficult.  

7_   Trademark Law Article 2, Clause 1.

8_   Trademark Law Article 6, Clause 1.

9_   Trademark Law Article 2, Claus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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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Case Studies on the Safeguarding of ICH in the U.S., 
      Australia and India 

1. United States 

Although the U.S. government recognises the importance of cultural heritage, 
its protection efforts have mainly been concentrated on tangible cultural 
heritage. Its efforts to implement legislations to protect cultural heritage 
became visible from the adoption of the 1909 Antiquities Act. The objective 
of this Act was to protect tangible cultural heritage by regulating excavations 
of heritage in archaeological areas, while limiting the disposal of historical 
materials. In 1935, the U.S. government adopted the Historic Site Protection 
Act to preserve historic places, buildings, and artefacts for the benefit of 
U.S. citizens. This law carries various policies in preserving 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he U.S. In 1966, the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was 
legislated; thereby the registration system for tangible cultural heritage was 
established. Furthermore, in 1979 the Archaeological Resources Protection 
Act, which is similar to the 1909 Antiquities Protection, was adopted.10)

Likewise, the U.S. government has focused its attention on the protection 
of 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e legislation efforts of the U.S. congress 
are also skewed toward the preservation of tangible cultural heritage. Thus, 
it can be said that the law to protect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oes not 
yet exist in the U.S., and there are two reasons for this: first, because of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which only focuses on 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second, due to the inherent characteristic of Americans composed mainly 
of immigrants. To find an exampl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U.S., 
one has to turn to the Native American culture (Native American tribes). The 
U.S. government conferred ownership and control of elements of heritage 
and cultural items of Native American tribes and Native Hawaiians to the 
respective tribes by enacting the Native American Graves Protection and 
Repatriation Act in 1990. Accordingly, the museums and federal agencies 
supported by the federal government are obliged to prepare a summary or 
inventory of the remains and funeral objects of Native American tribes. In 
addition, the U.S. government granted autonomy to the Native American 
tribes, thereby preventing the provincial law to apply to Native American 

10_   Slattery, supra 3, at 2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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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bes without consent from the federal government. Therefore, Native 
American tribes can exercise their own autonomy in accordance to their tribal 
law, just as in the past. Nevertheless, such autonomous right does not exclude 
the federal government from exercising control over Native American tribes.11)

Exampl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Native American tribes include 
traditional Native American languages, songs and rituals. Native American 
language is an important element which calls for our attention. Native 
American language plays a crucial role in the transmission of the Native 
American culture, literature, history, religion, political systems, and values; 
and it is an indispensible element for preserving their heritage. For instance, 
ecological knowledge, stories of regions, names of regions and its meaning, 
names of families, family trees, rituals, and logics in ecological relations are 
codified in the languages of indigenous people. 

This is why the comprehension of the indigenous language of Native 
American tribes is vital for understanding Native American culture and 
literature. Nevertheless, as the descendents from Native American tribes do 
not speak the indigenous language anymore, the ecological and historical 
knowledge remembered by the elders of the tribes is becoming difficult to keep 
preserved. To solve such a problem, the U.S. congress and federal government 
showed their belated interests to reconstruct the language by establishing 
the federal fund, but the challenges are not yet to be solved.12) Although the 
interests and efforts to protect Native American tribe culture is growing, 
such interests and efforts are limited only to 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le 
the scope of law applicable to Native American tribes is also confined to 
the elements of tangible cultural heritage. Thus, the law to protect a Native 
American tribe’s right to control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uch as 
music and symbols, does not yet exist. The only method to protec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U.S. is to apply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provides protection within this context. The 
Native American Arts and Crafts Act grants the right to register distinctive 
trademarks to the federal Native American Arts and Crafts Commission on 
behalf of Native American tribes and Native American artists, to prohibit false 
suggestion of respective products made by Native Americans. Nevertheless, 

11_   James A. R. Nafziger. 1994, The Underlying Constitutionalism of the Law Governing Archaeological and 
Other Cultural Heritage, 30 Willamette L. Rev. 581, p.594-595.

12_   Russel R. Barsh. 2000, Ground Visions: Native American Conceptions of Landscapes and Ceremony, 13 St. 
Thomas L. Rev. 127, p.1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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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law does not prohibit the illegal usage or misappropriation of the elements 
of Native Americ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uch as traditional songs, 
music, symbols, dance or others, in performances, exhibitions, or artistic 
products. In short, the law does not regulate the selling of recorded music of 
Native American rituals.13)

Performers of Native American rituals cannot obtain rights over 
their rituals under the copyright law, owing to the collective and gradual 
characteristics of their creative performances. This is to say that, the difficulti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under th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mentioned earlier still pervade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2. Australia

In Australia, regardless of the growing demand on indigenous art such as 
visual arts, songs, dances and stories, the misappropriations of indigenous 
culture occur due to the lack of a protection system. In 1994, the federal 
court of Australia, in the case of Milpurrurru v. Indofurn Pty. Lmt, ruled that 
a private carpet company’s unauthorised use of various designs created by 
indigenous artist, caused great upset and cultural harm to the artists and the 
cultural groups to which the artists belonged by degrading the sacred images.14)

For protecting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a typ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ch belong to indigenous people, the government attempts to 
use the existing copyright system, while indigenous people aspire to apply 
traditional customary law. While, the copyright law may grant exclusive rights 
to an individual, the traditional customary law recognises the communal 
ownership of creative works reflecting tribal traditions and cultures. The 
Australian government, respecting the opinions of indigenous people, 
amended the Australian copyright law in order to grant moral rights to the 
creators. With moral rights of creators being recognised, it became possible 
to maintain the integrity of the materials created by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but the indigenous communities-the actual interest groups, 
were excluded from protection. Accordingly, the government attempted to 
find measures to provide moral rights to all the members of the indigenous 

13_   Id. at 141.

14_   Milpurrurru v. 1994, Indofurn Pty. Ltd. 54 F.C.R. p.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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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but such efforts could not succeed. In addition, given there 
being no relevant law regarding this issue, the protection of TCEs owned by a 
community through the judicial branch was confronted by many obstacles.15)

The existing the copyright law has a limitation to protect TCEs, but 
the amendment of the copyright law is not simple either; one can think of 
protecting TCEs by using the Heritage Protection Act which was enacted 
in 1984. Nevertheless, since the Heritage Protection Act confines its subject 
of protection only to tangible materials which contain archaeological and 
scientific value while limiting the region of protection as well, it cannot 
adequately protect modern works created by using TCEs. Recently, limited 
protection became available for modern works which interpret TCEs. The 
amended law of 1987, though only applies to Victoria, included TCEs into 
its definition of cultural property of indigenous people, while not confining 
regions for protection nor limiting its subject of protection to tangible 
materials. Furthermore, it defined indigenous people’s TCEs as the elements 
which compose the cultural life (e.g. music, ritual, dance, custom and spiritual 
beliefs) of indigenous people, as well as the traditions or oral history that 
embodies special meanings. However, this phrase was abolished in 2006 and 
recently the Heritage Protection Act was amended to provide protection only 
to tangible heritage and to the limited areas.  

Therefore, the current Heritage Protection Act does not recognise 
any right of indigenous people over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ut 
refers these rights to the Aboriginal Protection Board. In case indigenous 
communities believe their cultural materials or places are under threat, they 
may address this problem to the Aboriginal Protection Board. However, the 
Aboriginal Protection Board does not have any obligation to make a decision 
to the issue in regards to the subject of protection nor place. The minister is 
mandated to prepare a report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indigenous 
cultural heritage in case an indigenous community calls for the protection of 
their region. However, the minister does not have any obligation to designate 
a place as a “region in need of protection.” If there is a request calling for the 
protection of 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minister can make a decision after 
consulting with relevant federal or provincial departments. In conclusion, the 
Heritage Protection Law confines the subject of protection only to tangible 
materials and the region. Furthermore, when the issue of protection is raised 

15_   Jake Phillips, 2009, Australia’s Heritage Protection Act: An Alternative To Copyright In The Struggle To 
Protect Communal Interest In Authored Works Of Folklore, 18 Pac. Rim L. & Pol’y J. 547, pp. 55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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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indigenous people, the relevant government regulators are the ones who 
make the final decision in regards to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Therefore, 
the indigenous people do not have any control over their own 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l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not in the government’s interests. 
For this reason, although the indigenous community can voluntarily request 
for th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f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practice, they will not receive the kind of protection that they expect.16)

3. India

Having developed a unique culture based on Buddhism and Hinduism, India 
holds many tradi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lements such as music, 
dance, rituals, and folktales. In the case of India, a social debate took place to 
decide on how to protect traditional knowledge interpreted in a narrow sense, 
which includes knowledge on science and natural phenomenon. During 
this process, the discussion was centred on whether to protect traditional 
knowledge within th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or from outsid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ealm. The result of the discussion was that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through intellectual property was impossible.

India’s traditional knowledge, which was at the centre of the discussion, 
included that of medical utility, such as Ayurveda, Homeopathy, Naturopathy, 
Siddah, Unanani, and Yoga. Among these, the patent application of Turmeric 
and Basmati in the U.S. and Europe became a problem, which pushed the 
government of India to seek for active protection measures for its national 
medical knowledge. Nevertheless, the method which India adopted was that 
of a defensive measure rather than that of an active one. The decision was to 
establish a ‘Traditional Knowledge Digital Library (TKDL)’ to input India’s 
traditional knowledge into a database.17)

Unlike the case of traditional knowledge in India, there have not been any 
methods sought for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India. 
Yet, it is worth examining one of India’s NGOs, the Indian National Trust for 
Art and Cultural Heritage’s (INTACH) efforts to safeguar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India. INTACH documented elements of intangible cultural 

16_   Id. at 568-569.

17_   Chidi Oguamanam, 2008, Patents and Traditional Medicine: Digital Capture, Creative Legal Interventions, 
and The Dialectics Of Knowledge Transformation, 15 Ind. J. Global, Legal Stud. p.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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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tage, while holding seminars on endangered Indian languages, conferences 
and workshops to protec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18) Therefore, India is 
expected to protect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ithin the framework of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law, but the government’s plan to legislate a 
special act is still not reported at this stage. As it can be shown from the case of 
the Indian government, selecting a “database” as a way to protect its traditional 
knowledge rather than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law, intellectual property 
law cannot fully protec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ithin this framework. 

IV. A Need for Alternative Protection

Considering its collectivism and gradational creativity, the pre-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is not proper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Even thoug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is enforceable 
under intellectual property law, due to its limited duration, ICH which requires 
continuous retainment of its original form reaches the limit of its protection. 
Accordingly, the countries seem to be passive when it comes to ICH protection 
while being active towards 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This paper argues that while keeping its original form is critical, 
considering the gradual progres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 is required 
to add creativity to its original form. By looking at the case of Australia, 
providing collective moral rights to communities who hol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not recommendable, for it hampers the process of creativity. In the 
similar context, the non-custodian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btaining 
the intellectual righ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y taking advantage of 
the situation in which the verification of owners is difficult, should be avoided.   

Therefore, a Traditional Knowledge Digital Library (TKDL) in India 
would be a good example to follow.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igital 
library will enabl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 be kept in its original form 
and a new creator to register their creativity. Simultaneously, the new creator 
may acquir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contingent on returning some of 
their profits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olders.

18_   www.intach.org (accessed on 13 Oct.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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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e cannot discus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ithout using the 
essential term ‘communities.’ Since communities play a key role in 

practicing and preserv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word has become 
a vital part of discussion revolving around the topic. Thus, even though the 
conceptual meaning of ‘communities’ has not yet been clearly defined, it 
appears frequently and regularly in discussions reg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le other terms such as ‘groups’ and ‘individuals’ have been 
acknowledged as being important, neither subject has been tantamount to 
that of the term, ‘communities.’ 

Despite the significance of communities, its importance appears highly 
diminished when issu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raised. Why does 
such a phenomenon occur? This reason is because of its equivocal status. 
While a community is a strong holder and practitioner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s position toward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inherently weak.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in its nature, rights of property. If someone 
holds the rights to a property, it is directly related to ownership or possession. 
The individual may convert this ownership to disposable power. These rights 

Issues of ICH Communities Involving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ICH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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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also have economic value. However, all the aforementioned issues such 
as possession, conduct of rights or rights of holder, bear viable meaning 
only when they nest under the umbrella of protection and remedy of law. 
Thus, the main focus of this article will be on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safeguarding measures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communities as 
owner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the heritage.  

     
 II. Conceptual Definition on Ownership of IP Rights 

1. Communities 

The meaning of ‘communities’ embraces broad concepts. It could refer to a 
huge tribe or a number of small tribes spread out over wide ranges of land. It 
also could be a whole village or a part of a large village. Because of the vague 
implications of ‘communities,’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requested that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vention) of 2003 give a specific definitio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vention has yet to give an exact definition of ‘communities,’ in spite of 
its frequent usage in the Convention’s text.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vention mentions an even more vague definition as such: (1) a player of 
an important role in production, safeguarding, maintenance and re-creation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1) (2) an owner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2) (3) recogniser of various types of the xintangible cultural heritage; 3) 
and (4) a co-participant of safeguarding activities.4) 

Scholars have also tried to define the meaning of ‘communities’ in various 
ways, but they have failed to find a clear definition. UNESCO has given an 
alternative definition to ‘communities,’ invented during an expert meeting in 
2006.

1_   Se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vention  
hereafter) preamble para. 7. 

2_   Id. Convention art. 1(b).

3_   Id. Convention art. 2 para. 1. 

4_   Id. Convention art.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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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ies are networks of people whose sense of identity or connectedness 

emerges from a shared historical relationship that is rooted in the practice and 

transmission of, or engagement with,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5)

Not all relevant entities, however, accept this definition. UNESCO’s 
definition is so vague additional words must be defined before interpreting 
the significance of ‘communities.’  For instance, it is unclear what ‘a shared 
historical relationship’ means or who are people who have a ‘sense of identity 
or connectedness.’ Moreover, the interchangeable use of ‘networks’ and 
‘communities’ confuses the integrity of the definition and opens readers to 
multiple understandings of the text.

2. Groups

Similarly,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vention mentions ‘groups’ along 
with the term ‘communities’ without defining it. UNESCO defined ‘groups’ in 
the expert meeting.

[G]roups comprise people within or across communities who share characteristics 

such as skills, experience and special knowledge, and thus perform specific 

roles in the present and future practice, re-creation and/or transmission of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for example, cultural custodians, practitioners or 

apprentices…6) 

If the definition of ‘groups’ appears to be clearer than ‘communities,’ it may 
be because its components are simpler than the former undefined word.

3.  Individuals

The term ‘individuals’ was also defined in the expert meeting.

5_   See Expert Meeting on Community Involvement in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the 2003 Convention, 13-15 March 2006, Tokyo, Japan REPORT 8-9 http://unesdoc.
unesco.org/images/0014/001459/145919e.pdf (visited 10/06/2010).

6_   See id. Expert Meeting REPORT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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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s are those within or across communities who have distinct skills, 

knowledge, experi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and thus perform specific roles in 

the present and future practice, re-creation and/or transmission of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for example, cultural custodians, practitioners and, where 

appropriate, apprentices…7)

The definition also appears to be clearer than that of ‘communities.’ 
The reasoning follows the same principle as that of ‘groups,’ that explaining 
the characterisation of individuals is a much simpler task than that of 
communities.

III. Actors in Owning Intangible Culture

1.  Ownership of Culture in General

Prior to identifying an owner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e must identify 
whether a certain person or group can own a certain specific culture. In 
order to discuss this matter, we must first answer this basic question: ‘What is 
culture?’

People in general often use the term ‘culture’ as a broad conception in their 
ordinary life. For example, people mention political ‘culture,’ foreign ‘culture,’ 
youth ‘culture,’ or traditional ‘culture’ while declining to clearly define what 
‘culture’ i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meaning of the term ‘culture’ 
in the context of these broad classifications. 

Since various sectors use the term ‘culture’ so broadly and widely, culture 
then seems to belong to a public domain rather than to a certain person 
or group. If it is in the public domain, it is far from certain traits exclusive 
to personal property such as ownership, power, value, infringement, and 
protection. The UNESCO once defined culture as:

[T]he whole complex of distinctive spiritual, material, intellectual and emotional 

features that characterize a society or social group. It includes not only the arts and 

letters, but also modes of lif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human being, value 

7_   See id. Expert Meeting REPORT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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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s, traditions and beliefs….8)

Given this definition, culture is twofold: large elements such as spiritual, 
materialistic, intellectual or emotional forms exist in a public domain, whereas 
individual components of culture that consist of large complexes of culture can 
be a proprietary subject. If a certain culture can contain, absorb, circumscribe 
or embrace art, literature, life style and tradition, then these components lie on 
private sectors rather than exclusively in the public domain.9) As such, it is not 
contradictory to grant proprietary rights to people who create culture as art or 
tradition.

Even though it is somewhat controversial, it may not be reasonable 
to locate in a public domain an individual art or life style that consists of 
traditional culture simply because they are named ‘traditional’ culture. If 
traditional culture is in a public domain, it may be easy to access by anyone 
who needs it but it may encounter endangerment of fading-out since it will 
not be easy to maintain, preserve and re-create traditional culture. In order 
to avoid such a possible disaster, it is good to recognise proprietary value and 
grant proprietary rights over individual work as a component of traditional 
culture so that traditional culture can be maintained and re-created. It is the 
spiri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vention.  

      

2. Ownership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other confusing term within the realm of discussion reg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heritage.’ Heritage may be contradictory to the concep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ose tests are novelty in patents, distinctiveness 
in trademarks and originality in copyrights in general. There might not be 
room for ‘heritage’ to nestle in the test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ich require freshness or originality.   

Generally speaking, heritage means inheritance of a proprietary right 
or value from a person who has already passed away. It is sometimes used 

8_   See Preamble para. 6. UNESCO Mexico City Declaration on Cultural Policies World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Mexico City, 26 July-6 August 1982. http://portal.unesco.org/culture/en/files 
/35197/11919410061mexico_en.pdf/mexico_en.pdf (visited 10/06/2010). 

9_   For instance, Rock’n Roll culture cannot be an object of ownership of a specific group or person but individual 
music such as a song of the Beatles or the Rolling Stones as a part of Rock’n Roll culture can be owned by an 
individual person or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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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a modifying word such as ‘spiritual’ heritage in order to stress non-
material inheritance; however, it does not have legal meaning if someone 
inherits something that does not accompany substantive rights. For example, 
even though descendants have inherited Picasso’s genius in art or Hegelian 
dialectic idea from their ancestors, they are far from being an object for legal 
protection.     

Similarly, in the case that communities, groups or individuals inherit 
intangible assets from their ancestors, it is clear that these assets are not the 
ones to be protected by substantive laws or precedent case laws. As for the 
element of intangible heritage, it does not have practical prerequisites to 
get under the legal umbrella since it is not identified who the owner of it is 
and, even if ownership is recognised, it lacks basic legal conditions to be a 
heritage since there does not exist an expressed devise, bequest or familial 
relationships. Therefore, the term heritage is nothing more than a rhetoric that 
does not imply legal meaning in its word itself.      

The fact tha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out of the legal umbrella 
means it is a kind of ‘public goods’ laid in the realm of the public domain. 
Public goods are something that can be shared freely such as air or natural 
water. Even if someone wrote a book after citing certain historical facts 
from the Official Records of the Yi Dynasty of Korea, it would not be 
an infringement of copy rights. The same is true of someone who sings 
Arirang, a popular Korean folk song, in a theatre for the audience who 
bought admission tickets. It is because these are goods are in the public 
domain. On the other hand, some people make money from exploiting 
such public goods10) or obtain exclusive rights through patent application.11)         

Contrary to reality,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as entities 
that hold, maintain and sustainably develop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e 

10_   American duet Simon and Garfunkel had made a lot of money from their song Scarborough Fair which was 
lessoned from an England musician who had no right to the song since the song was considered a folk song 
within the realm of the public domain. The same is true for a Korean folk song named ‘Han O Baek Nyeon’ 
which was sung by Yong Pil Cho, one of most popular singers in Korea.

11_   In 2001, two Indians nationals applied for a patent in the United States for a plant named ‘turmeric’ which 
has been use for treatment of some diseases. The patent was granted but it was canceled later after a relevant 
Indian authority for preserving traditional knowledge raised a question about its novelty. See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Consultation on Development of Traditional Medicine in the South 
East Asia Region, Pyongyang, DPR Korea, 22-24 June 2005 By Mr. V.K. Gupta. 1. http://www.searo.who.
int/linkfiles/meetings_document16.pdf (visited on 10/05/2010). In this case, the reason for cancellation was 
not to protect a traditional knowledge; rather, it was lack of novelty. Anyhow, the traditional knowledge was 
benefited indir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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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legally protected, as no legal rights have been granted to them. Should 
they be satisfied with being successors of the traditional culture that holds 
and practice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le some general people make 
businesses or garner their fame by commercially exploi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12) In this situation, many members of communities and groups as 
well as individuals who are directly related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ay 
be apart from their position. If so, the traditional heritage will eventually fade 
out by losing the opportunity of smoothly succeeding to the next generation.13)

As discussed above, culture itself belongs to the public domain and cannot 
be a part of private property. However, individual pieces of work that consist 
of overall culture can be private property, even though it consists of a part of 
the public domain, once it is consistent with legal conditions to be an element 
of private property. In doing so, there must be novelty, distinctiveness or 
originality as prerequisites in order to hav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vention was born with spirits 
of recognising ownership i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rough making 
an environment to prepare basic legal conditions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14)   

3. Ownership for Communities

Recognition of ownership itself is not a critical issue in modern intellectual 
property law. Ownership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lies on the ‘person’ 
who insists it until it is declared by the court. ‘A person can only be an owner 
of intellectual property along with ownership of any other property regardless 

12_   In Australia, through an amendment of law recently, if a performer of folklore was not compensated at the 
time his performance was recorded, he is entitled to the copyright in part over the recorded performance. 
This legislation is a good sign of progress in recogniz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ee T. Janke, Indigenou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Ownership of Copyright in T. Kono (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ntellectual Property: Communities, Cultural Divers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t 170, 2009.  

13_   A new musical play is in preparation with the theme of the Andong Hahoe Mask Dance. The PMC 
Production led by Mr. Seung Hwan Song who previously produced ‘Nanta’ is reportedly preparing the new 
musical titled ‘Taal (‘mask’ in Korean)’ through a modern interpretation of the Andong Hahoe Mask Dance. 
See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92030071&sid=01073201&nid=007&l
type=1 (10/10/2010 visited). If a copyright has ever been granted over the Andong Hahoe Mask Dance, the 
producer must have a permission to use it commercially.   

14_   Se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vention section III art.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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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whether the person is natural or legal. In some cases, de facto legal person 
that is short of being a fully legal person can be an owner of property. In 
this stage, somewhat complicated questions arise when the two different 
conceptions - ownership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are mixed in a place.   

So who can own intangible culture, and should it be possible to own 
it? Would it be possible for all residents of Jeongseon County to own the 
copyrights to Jeongseon Arirang, one of several versions of Arirang? Would 
it be possible that every national of Swaziland ow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the ‘Reed Dance’ festival in which all unmarried women above 
fourteen participate? This issue reverts back to the question of how the term 
‘communities’ is defined.   

As discussed above, UNESCO’s definition of ‘communities’ is so vague 
that no clear understanding exists. The reason UNESCO was unable to 
clearly define the term ‘communities’ may be imputed to the fact that so 
many diverse cultures exist. Therefore, it may not be easy for UNESCO to 
define the term ‘culture’ properly. However,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ill not be made if a certain type of ownership 
is not recognised for the heritage. Considering this, a proper definition of 
‘communities’ must be made in order to ascertain elements of communities. 
This may be the safeguarding spiri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vention. 

Based on the spiri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vention, the 
most effective way to preserve, maintain and develop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ay be to obtain a status of legal person.15) ‘Communities’ may obtain 
a status of legal person by way of: (1) a legislative action in a state where the 
‘communities’ belongs to;16) (2) a judgment through interpretation of relevant 
law; or (3) forming a corporation or organisation by themselves. There may be 
another way to have ownership without being a legal person. It could be a type 

15_   There are some different voices opposing UNESCO’s initiative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r details, see T. Kon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solved Issues and Unanswered Questions in T. Kono (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ntellectual 
Property: Communities, Cultural Divers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t 35, 2009. 

16_   Se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vention of 2003 art. 13 (d). In this clause, the Convention recommends 
signatories to take necessary legal measures for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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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ommon ownership by all members of a specific community.17) However, 
since this method will undeniably bring out a plethora of complicated legal 
issues, it may not be best to pursue.

More ideas remain. The first issue involves how to recognise members 
of a community. The more members of a community, the more difficult it 
becomes to confirm membership. If a community is huge, such as a city of a 
region (i.e. Gangneung City of Korea for the Gangneung Danoje Festival), it 
is certainly not easy to name every member of the community. In the process 
of confirming members, basic guidelines suggested by UNESCO such as ‘a 
shared historical relationship’ and a ‘network’ of ‘people whose sense of identity 
and connectedness’ will be helpful. However, since these guidelines are still 
vague, detailed criteria should be made by the preparatory organ or supporting 
authority for forming the legal personality of a community.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vention in fact recommends such efforts to Member 
States.18)     

After earning legal person’s status, a community may encounter 
demanding work in order to maintain legal person’s status. There should 
be a general meeting of all members, board of directors and officers to 
conduct business. It may be costlier than the time of non-legal person’s status 
in addition to facing more complex legal questions than before following 
recommendation from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vention for 
Safeguarding. However, such costs should be considered a natural cost for 
holding and maintain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 nutshell, while 
having premature safeguarding measures, the first thing to do is to obtain legal 
person’s status if relevant laws allows.19)    

    

17_   As to multiple persons ownership, there are ‘tenancy in common’ and ‘joint tenancy’ in common law 
which both have undivided common ownership with other(s). If, for instance, ten persons own a property 
together through joint tenancy or tenancy in common, all ten persons have full ownership over the property 
undividedly at the same time rather than have one-tenth of portion respectively. This form of ownership 
may be good for ‘groups’ rather than ‘communities’ since the latter may have too many members as owners.     

18_   Se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vention art. 13.

19_   As to how to recognis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ne is criticising present 
the approach through a modern legal theory which is allegedly Western Europe-oriented. However, he does 
not alternatively offer viable propositions. See I. Mgbeoji, On the Shoulders of the “Other’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e Persistence of Indigenous Peoples’ Texts and Inter-
Texts in a Contextual World in T. Kono (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ntellectual Property: 
Communities, Cultural Divers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t 210 and 2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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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wnership for Groups and Individuals

In the case of a smaller community, the question becomes how to obtain a 
legal person’s status in relation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r if they can 
even be recognised as an owner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communities’ 
example may be applicable to the case of ‘groups’ in the same manner; 
otherwise, it can apply for the conception of ‘tenancy in common’ or ‘joint 
tenancy’ as a form of ownership in intellectual property in relation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20) For the ‘individuals’ case, there are not any legal 
barriers for a natural person to be an owner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only 
question along with other entities is whether an individual can be an owner of 
a specific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y negating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goods in the heritage. 

IV. Relevant Issues

Several barriers exist in order to continuously hold, properly maintain 
and sustainably develop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ven after ownership 
was given and all subject matter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satisfied. Once the question about how to obtain ownership by an entity 
is resolved, the next issue is how to satisfy necessary conditions to be a 
legally viable intellectual property.21) In the case of patent, there must be 
an ‘applic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order to convert it to a 
certain ‘product’ or ‘process.’ In the case of trademark, ‘registration’ is 
required in general. In case of copyrights, it should be ‘fixed in any tangible 
medium of expression.’ Otherwise,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ill 
not be protected by law even though an entity such as a community or 

20_   The two types of common ownership somewhat differ in the degree of intimacy between or among common 
owners, relationship to the third party, and inheritance, among other things. Such differences should be 
discussed when there is a detailed study for ownership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1_   The idea itself is not protected by intellectual proper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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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has ownership of it.22)      
Another question involves subject matters of intellectual property. To be 

recognised as a right of an el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novelty’ in patent, 
‘distinctiveness’ in trademark, and ‘originality’ in copyright are required. 
Howeve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a traditional culture that has been 
formed generation by generation. By the nature of traditional culture, it is hard 
to have characteristics of novelty or originality. This question can be solved 
by legislative actions in part while trying to re-create the culture in another 
part.23)      

The other consideration is about the misappropriation of exclusively 
granted rights of intellectual property i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uch 
misappropriation can possibly be made by a community, a group or individual 
as an entity of ownership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well as by some 
members of an entity. The basic idea to give an entit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to effectively safeguar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ather than grant 
someone privileges that can be misused for a specific entity’s own interest 
before the heritage is widely enjoyed by the public.24) Therefore, there should 
be a policy-oriented consideration by the relevant authority.   

The last thing to be considered regards the duration of ownership once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s granted over the specific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case of American laws, generally speaking and with some 
exceptions, twenty years of exclusive ownership is granted to the patentee 

22_   Pansori, traditional Korean narrative song, must have notes. Or sound of the song must be recorded. 
Motions of dance must be recorded or describe how to dance. These are minimum requirement to be 
protected by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most countries. However, one exception is in France as its law 
protects without those minimum requirements to be fixed in any tangible medium of expression. If so, the 
law of France will be a good example to develop property rights i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ee T. Janke, 
supra note 12 at 165. 

23_   As one of methods for legislative support, it can be considered to insert a following sentence into the relevant 
slot of a statute: “In the course of determination of ‘originality’ of traditional culture as appropriately 
nominated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levant authority may grant an originality of the culture in 
question from the date that national government, provincial or local government granted an ownership on 
the traditional culture in question.” In addition to such a legislative effort, prospective owner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an re-create or reproduce various versions of the culture in question in order to ascertain 
originality of the culture in question.         

24_   As one of exceptions of infringement of copyrights, there is a principle of ‘fair use.’ It is applicable to non-
commercial activities such as education, news report, critiques, satire and freedom of expression. For these 
activities, it is not an infringement even if someone uses other’s work without copyright owner’s permission. 
In cas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rela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principle of fair use 
should be more widely allowed than present exceptions since, i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ases, its public 
nature and historical background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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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filing date.25) For a copyright holder, the right endures for a term 
consisting of the life of the author and seventy years after the author’s death.26) 
If the copyrighted work is made for hire, the right endures for a term of ninety 
five years from the year of its first publication, or a term of one hundred and 
twenty years from the year of its creation.27) The same term is granted to 
an anonymous or pseudonymous work. For the cas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re is a huge question on how to set the terms of endurance for 
respective traditional heritage elements since the traditional culture has been 
descending for generations and it will be relaying to the next generations 
incessantly. With this natur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it possible to 
grant property rights only for limited period of time?       

 V. Conclusion

As discussed above, several issues exist in recognis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owever, ‘communities’ can play only a 
limited role in the process of recognition because of its dual status. One of its 
statuses is as a prospective protecto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ile its 
other status is as an object to be protected by certain safeguarding measures. 
So many obstacles are on the road for ‘communities’ to pursue safeguarding 
measures. In this circumstance, priority mission goes to the relevant 
authorities that are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vention and then the ‘communities’ can effectively do 
what they need to do after the path to the safeguarding measures is paved. 
Thus, in this stage, the role of ‘communities’ is to prepare prerequisites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best it can and also take possible measures to 
eventually garner legal rights over elemen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ven before a necessary legal environment is made.

25_   See 35 U.S.C.A. §154(a).

26_   See 17 U.S.C.A. §302(a).

27_   See 17 U.S.C.A. §30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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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tage are basically to increase public awarenes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o safeguar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garding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Folklore and Traditional Knowledge, has been a hotly debated issue in WIPO 
for a decade. This issue becomes complicated when the name or names of the 
person(s) who created such elements of cultural heritage is not known, for 
example in the case where such elements were originally created centuries ago, 
or where the elements are practised by many members of a community or 
communities. 

The ownership of tangible heritage is more easily defined in legal terms 
th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ownership of natural or cultural sites or 
physical artefacts can be defined using existing legal regimens. On the other 
hand, to specify the ownership of intangible or living cultural heritage, which 
is by its very nature constantly changing, being recreated, and being practiced 
by many community members, is not an easy task. In such cases, it is often 
difficult to apply the Western concept of ‘ownership,’ which implies the right 
to exploit and also the right to dispose of ownership to elemen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ch are practised by many community members. In 
fact, the term ‘stewardship’ is probably more appropriate than ‘ownership’ 

Indonesian Case on the Matter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Process of Inscribing ICH 
                            Elements onto the UNESCO ICH Lists 

Gaura Mancacaritadipura
2nd Secretary

National Kris Secretariat,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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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lation to custodianship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relation to 
intangible culture, the term ‘cultural property’ has largely been superseded by 
the terms ‘cultural heritag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 am not qualified or mandated to discuss in depth matter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WIPO. This topic is going to be discussed in 
depth by other learned speakers in this meeting. I should, however, mention 
that Indonesia has participated actively in WIPO sessions. Basically, Indonesia 
recognises tha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a source of tradition-based 
intellectual creations which may generate economic value, and therefore thei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hould be protected.

 The final draft of the 2003 Convention steered clear of specifically 
regula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relation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ch are the prerogative of WIPO. Those who drafted the Convention 
were careful to avoid any possible overlapping of the Convention with any 
existing or future legal instruments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1) 
However, certain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built into the 2003 
Convention: 

I.   Respect of Traditional Rules Regulating Access to Certain
   Aspec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specially those which would be classified as ‘sacred and secret knowledge’ is 
mentioned and regulated as follows:

(d) adopt appropriate legal, technic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measures aimed at:  

(ii)   ensuring access to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le respecting customary 

practices governing access to specific aspects of such heritage2);

This condition is reflected in the nomination forms for the three lists 

1_   Blake, J., 2006, Commentary on the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stitute of Art and Law, Leicester, p.42.

2_   UNESCO 2003 Convention on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ticl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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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ed under the Convention.3) 
I would like to give an example 
of this. Angklung Buhun is a type 
of traditional bamboo musical 
instrument played by the Baduy 
people of Kanekes village in Banten 
Province of Indonesia. According 
to traditional laws, outsiders are 
forbidden to enter Kanekes village. 
Therefore, to interview the Baduy 
people who play Angklung Buhun 
and to record Angklung Buhun, 
as part of a nomination file of Indonesian Angklung for inscription on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the 
nomination research team, of which I was a member, had to invite some of the 
villagers outside and take their permission to record their Angklung Buhun 
music and to interview them outside their village.4)

II. Form Intangible Cultural Heritage-07 

This is a mandatory annex to nominations for the three lists established under 
the 2003 Convention.5) The title of this form is:

Cession of Rights and Register of Documentation Submitted as Part of 
a Nomination File for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or Representative List

The form covers photographic documentation, and audiovisual materials 

3_   UNESCO 2003 Secretariat, Form intangible cultural heritage-02, Section 5 c. and corresponding sections in 
Form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01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03, respectively.

4_   Coordinating Ministry for People’s Welfar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Indonesian Angklung, Nomination 
File of Indonesian Angklung for Inscription on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2009. 

5_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ecretariat, Form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01, intangible cultural 
heritage-02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03.

Angklung Buhun, played by residents of Kanekes 
Village, Banten Province, Indonesia.
(Photograph by Gaura Mancacaritadipura © 2009 
Centre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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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are part of nomination files submitted to UNESCO for inscription on 
one of the three lists established under the Convention. The written parts of 
the nomination files are covered by existing rules governing the secrecy of 
UNESCO documents until the time of inscription on one of the UNESCO 
Lists, after which time, the written documents are made accessible to the 
public and are uploaded on the UNESCO website. 

The operative par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07 form is as 
follows:

Form intangible cultural heritage-07
Cession of Rights and Register of Documentation

Name of nominated element:   _______________________

Submitting State(s) Party(ies):   _______________________

1.   I, the undersigned, ________________________, hereby grant to UNESCO the 

non-exclusive rights to use, publish, reproduce, distribute, display, communicate 

or make available to the public, in any language or form and by any means 

including digital, the following material(s), in whole or in part. I grant these rights 

to UNESCO irrevocably, for an unlimited period of time and for the entire world.

Photographs (add as many rows as photos)

Identifier Title or brief caption Date Name of the 
photographer

Credit information:
© [year] by --------------- 

Audiovisual documentation (add as many rows as necessary)

Identifier Title of the film or record-
ing Date Name of the 

creator
Credit information:
© [year] by --------------- 

2.   I further grant to UNESCO the non-exclusive right to sub-license third parties to 

use the material(s) in whole or in part, solely for non-profit educational or public 

information 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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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se rights are granted subject to the condition that the respective above 

mentioned credit, or its equivalent, is provided if and when the material(s) is/are 

used.

4.   I certify that I am entitled to grant all the rights under paragraphs 1 and 2  of this 

agreement and tha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the material(s): 

a)   is/are in no way whatever a violation or an infringement of any existing copyright 

or license; and

b)   is/are in no way whatever a violation or an infringement of any customary 

practices governing access to the heritage depicted or incorporated, and 

contain(s) nothing obscene, libelous or defamatory.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lease sign, return two originals of the Cession to UNESCO and retain one for yourself)6)

By requiring such forms to be signed with respect to the materials 
submitted, UNESCO is protecting itself against possible claims of violat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lated to its having acted to ‘use, publish, 
reproduce, distribute, display, communicate or make available to the public’ 
such materials. 

To this date, States Parties submitting nominations have simply complied 
and filled i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07 Form as required An 
Indonesian legal expert had once queried a word and a phrase found i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07; namely, ‘irrevocably’ and ‘for an unlimited 
period of tim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copyrights, are generally 
granted for limited periods of time, rather than forever.7) It is noteworthy 
that this form only gives UNESCO the right to use these materials, always 
mentioning of course the name of the person who has created these materials 
and the copyright holder. The copyright remains with the original holder.

6_   Form Intangible Cultural Heritage-07,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ecretariat. 

7_   Basuki Antariksa, official of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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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Requirement for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by 
Communities with Regards to the Content of Nomination Files

Another requirement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well as to 
community involvement is the condition that the nomination file 
must be accompanied by written statements or other evidence of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to the contents of the nomination files.8)

To date, Indonesia has accomplished this by first presenting the contents of 
the nomination file (in Indonesian language version) before the concerned 
community members, seeking their input, and then requesting them to freely 
sign a bilingual form stating such free, informed and prior consent. A sample 
of such a form is attached at the end of this paper. 

IV.   Respe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Conducting  
ICH Inventory - making

Another area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afeguarding whe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eed to be respected is the area of inventory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aking a list with descriptions of elemen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specially when this includes photographic and audio 
visual documentation, and more so if this information is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for example by being placed on a website, might in some cases 
constitute a viol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ow Indonesia has gone about anticipating such a possible viol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recent project of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s titled ‘Inventory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Indonesia’9)

 is by including a data field in which the community members agree to the 

8_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ecretariat, Form intangible cultural heritage-02 for Nominations 
for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Section 5.b, and corresponding 
sections in Form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01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03, for the Urgent 
Safeguarding and Best Practices Lists, respectively.

9_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in collaboration with UNESCO Jakarta Office, 
“Inventory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Indonesia”, bilingual edition (Indonesian and English), 
2009, Directorate General of Cultural Values, Arts and Tourism, Jakarta, 2009. Inventory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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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y entry of the respective element.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for the 
community members to request that the data entry not be made accessible to 
the public. This would cover the possibility of ‘sacred and secret knowledge’ 
being made public through an inventory entry. In such a case, the inventory 
entry would be there, but it would not be accessible by to the public. This is 
in lin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2003 Convention to respect traditional 
rules limiting access to certain area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10)

 

V.   Agreement for ICH Inventory 

Note:
By the agreement of communities/ social groups/ individuals, certain 

elemen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ay not be published because they 
contain sacred knowledge and skill (esoteric), but they will still be inventoried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Indonesia.11)

In summary, the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more concerned with increasing public awareness 
and promoting safeguarding activities, than with defining or establish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ver elemen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ch 
comes more in the jurisdiction of WIPO. Nevertheless, we can see from the 
above four examples that the 2003 Convention has taken into considera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execution of the Convention.

10_   2003 Convention on Safeguarding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ticle 13, (d) ii, intangible cultural 
heritage-02 Form Section 5 c) and corresponding sections in Form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01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03.

11_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and UNESCO Jakarta Office, ibid, Inventory 
Form and Chapt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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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ckground and Objectives 

nder the current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only a limited time-period 
of legal protection is given to the subject matters which meet certain cri-

teria. However, since mos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oes not meet this cri-
teria or the time-period for legal protection has been long overdue, it falls into 
the category of the public domain. As a result, the cases of misappropria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ithout receiving consent from communities are 
continuously occurring. At the same time, distortion of the original mean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monopolization of the benefits gained by its 
commercial use are increasing. With respect to this issue, various international 
discussions have taken place as of today, mainly spearheaded by the United Na-
tions Education, Science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and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in order to coordinate the di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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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 interests among relevant actors of this issue.1) In particular, WIPO initiated 
fact-finding missions from 1998 to 1999 to verify the needs and expectation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olders regarding intellectual property; and 
from 2001 until present, WIPO has been hosting the Intergovernmental Com-
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2)    

The discussions betwee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actively been 
introduced to each state,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 movement to 
safeguar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e code of conduct which can be 
used to analyze and coordinate relationships among relevant organizations 
and communities.3) Nevertheless, the Republic of Korea, who takes great 
pride in its long history dating back 5,000 years, has not been paying adequate 
atten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appearing in its efforts to safeguard 
and preserv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der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4)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Convention), which was adopted in 2003, urges each State Party to draw up, 

1_   Nearly half a century has passed since the international discussion to protec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der th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Various discussions have taken place, such as the 1967 Diplomatic 
Conference for the Revision of the Berne Convention, the 1976 Tunis Model Law on Copyright for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1982 WIPO-UNESCO Provisions for national laws on the Protection of 
Expressions of Folklore. In particular, WIPO began its discussion on this issue from the mid-1990s. 

2_   For more information, please refer to Ki Seok Oh, A Study on International Trend of Protection of TCEs/EoF 
(Korea Copyright Commission, 2007), p. 12. 

3_   From 2000, Germany conducted a systematic study on the issu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P, mainly 
under the Max Planck Institut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ccumulated in the book titled Indigenous 
Heritage and Intellectual Property: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Silke von 
Lewiniski, 2007). In the case of Australia, where traditional community and modern society coexist, extensive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identify precautionary actions that should be taken before accessing, using, 
and utilizing a traditional communities’ culture. (Emily Hudson, ‘Cultural Institutions, Law and Indigenous 
Knowledge: A Legal Primer on the Management of Australian Indigenous Collections,’ The University of 
Melbourne, IPRIA, 2006). Similar studies have been initiated by countries such as India (Shubha Chaudhuri,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in an Ethnomusicology Archive,’ WIPO, 2009) and USA (Martin 
Skrydstrup, “Towards Intellectual Property Guidelines and Best Practices for Recording and Digitiz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A Survey of Codes, Conduct and Challenges in North America,” WIPO, 2009).

4_   Although there is an ongoing discussion to protect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mainly spearheaded by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t does not include the 
copyright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urthermore, the initiative l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Korea Copyright Commission to protect IP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nly 
introduces what has been discussed in WIPO’s Intergovernmental Committee’s sessions regarding general 
legislative measures to protec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short, the ongoing discussion neither includes 
issues on the relationship amongs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takeholders nor the code of conduct necessary 
for documen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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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manner geared to its own situation, one or more inventories of the intan-
gible cultural heritage present in its territory and ensure that these inventories 
be regularly updated.5)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has been launching a preparatory project to draw up 
a national inventory and a digital archiv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t the 
same time,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s providing necessary as-
sistance to states in Asia and the Pacific region through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re for Asia and the Pacific (ICHCAP) to support them with their 
efforts to establish effectiv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dentification and docu-
mentation systems.6)

This paper analyzes the major legal issues occurring during the process of 
documentation and archiv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imarily that 
of intellectual property. For a more systematic analysis of the study, the paper 
divides the issue into three different categories: the subject matter of protec-
tion (object of rights), beneficiaries (subject of rights) and methods of protec-
tion (substance of rights). On the basis of this analytical framework, the paper 
reviews the documentation and archiv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Korea (documentation of Korea’s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s 
of present, and concludes its study by identifying the major tasks necessary to 
be solved in the future. 

II. Subject of Discussion and Analytical Framework

1.   Documentation and Archiv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general pattern of how elemen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e 
collected, documented, and utilized needs to be analyzed in order to identify 

5_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ticle 12 (Inventories):
        1.   To ensure identification with a view to safeguarding, each State Party shall draw up, in a manner geared to 

its own situation, one or more inventories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esent in its territory. These 
inventories shall be regularly updated.

      2.   When each State Party periodically submits its report to the Committe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9, it 
shall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on such inventories.

6_   Weonmo Park, Establishment of the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re for Asia and the Pacific 
and Cooperation Network. UNESCO Convention of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Regional Task, Proceedings of National Expert Meeting on the Protection of Asia-Pacific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ong, Republic of Korea, 10 September, 2010. Daejeon: ICHA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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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proces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ocumentation.7)

The interested parties in the process of collection, documentation, and 
utiliz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an be simplified as displayed in 
Figure 1.

2. Analytical Framework

As intellectual property bears certain entitlements and/or other rights, it can 
be studied by being divided into three different parts: object of rights (subject 
matter of protection), subject of rights (beneficiaries), and substance of rights 
(methods of protection). In short, the legal issues on documentation and 
archiv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an be analyzed separately by the 

7_   Han Hee Ham, “The Importanc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chive and Direction for Its Development: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International Academic Symposium on the Current 
Statu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chive and Direction for Its Development,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07. 

Figure 1   Outlin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ocumentation/Archiving

Figure 2   Correlations betwee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ocumentation and Archiving

ICH

TCEs TK

Document

Document

Document

ICH Archive

Utilization of ICH

ICH : Community, Group, Individual

Documentation: Recorder

Archive : Research Institute, Museum

Utilization : User

TMK

Folklore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ICH

TCEs TK

Document

Document

Document

ICH Archive

Utilization of ICH

ICH : Community, Group, Individual

Documentation: Recorder

Archive : Research Institute, Museum

Utilization : User

TMK

Folklore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Relation to D
igital Archives of ICH

117

perspective of: what to protect; 
who benefits from protection; and 
how to provide protection. 

For example, the Japanese 
comic book, Slam Dunk, used 
photos of basketball games with-
out receiving proper permission 
from relevant stakeholders. If we 
expand this discussion to include 
a ‘basketball game’ itself as the 
subject of rights, it shares similar 
legal questions as in the cas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in-
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pect of the object of rights, the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a 
basketball game itself becomes the 
subject matter of protection or a player’s basketball skills can be protected as a 
part of performance. When deciding on subject of rights, the issue of who—
player, player association, club, NBA, referee, audience, etc.—is in the proper 
position to exercise particular rights arises. The question regarding the type of 
rights (moral rights or economic rights) vested to the appropriate person also 
emerges in the aspect of the substance of rights. 

  
III. Major Issues

1. Object of Rights

To begin, let us look at the object of rights, namely the subject matter 
of protection. Looking at the documentation proces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mentioned earlie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self, 
documentations, and archives (collection of document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an be considered as the subject matter of legal protecti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an Object of Protection
What i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ch is being discussed as the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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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er of protection? The ICH Convention define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the ‘practices, representations, expressions, knowledge, skills—as well as 
the instruments, objects, artifacts and cultural spaces associated therewith—
that communities, groups and, in some cases, individuals recognize as a part 
of their cultural heritage’.8)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an thus be categorized 
as the following: (a) oral traditions and expressions, including language as a 
vehicl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 performing arts; (c) social practices, 
rituals and festive events; (d) 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 and (e) traditional craftsmanship.9)

Nevertheless, UNESCO’s defini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close-
ly interlinked with communities, thus, shares a resemblance to living organ-
isms which constantly transform themselves. To be more specific, the general 
featur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e that it is ‘transmitted from genera-
tion to generation, and is constantly recreated by communities and groups in 
response to their environment, their interaction with nature and their history, 
in addition it provides them with a sense of identity and continuity, thus pro-
moting respect for cultural diversity and human creativity’.10)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derstood in this context, may qualify to be the object for 
preservation, but difficult to be recognized as the object of rights. 11)

WIPO’s discussion in relation to this issue is proceeding in a slightly differ-
ent manner. Above all, WIPO doesn’t look a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a 
comprehensive way, but distinguishes it into three different areas: Genetic re-
sources (GR), traditional knowledge (TK), and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TCEs).12) Since WIPO is more familiar with th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which includes copyright and patent laws, a different classification of intangi-
ble cultural heritage might have been necessary. As for WIPO’s classification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8_   Article 2.1 (Definitions), ICH Convention. 

9_   Article 2.2 (Definitions), ICH Convention. 

10_   Article 2.1 (Definitions), ICH Convention. 

11_   For more information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aditional knowledge, intellectual property, and sui 
generis forms, see Christopher Arup, “How Are the Different Views of Traditional Knowledge Linked by 
International Law and Global Governance?,” in Traditional Knowledg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the Asia-Pacific Region, ed. Christoph Antons  (The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2009), pp. 73-74.

12_   Christoph Antons, “The International Debate about Traditional Knowledge and Approaches in the Asia-
Pacific Region,” in Traditional Knowledg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2009),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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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klore’ are any forms, whether tangible or intangible, in which traditional 
culture and knowledge are expressed, appear or are manifested.13) 

Such a defini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s taken into consider-
ation legal protection within the copyright system. On the other hand, TK re-
fers to the content or substance of knowledge resulting from intellectual activ-
ity in a traditional context.14)-15) This definition is adequate to protect as patent 
law or trade secret.16) 

The relationships among ICH, TK, and TCEs can be understood 
differently under varying perspectives. The most accepted understanding 
of these three concepts is to regard them as having unique areas, while 
recognizing there are some overlapping parts. On the other hand, the holistic 

13_   WIPO, Revised Draft Provisions for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2010). Article 1 (Subject Matter of Protection):

          (a)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or ‘expressions of folklore’ are any forms, whether tangible or 
intangible, in which traditional culture and knowledge are expressed, appear or are manifested, and 
comprise the following forms of expressions or combinations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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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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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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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_   For the purpose of these principles only, the term ‘traditional knowledge’ refers to the content or substance 
of knowledge resulting from intellectual activity in a traditional context, and includes the know-how, 
skills, innovations, practices and learning that form part of traditional knowledge systems, and knowledge 
embodying traditional lifestyles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or contained in codified knowledge 
systems passed between generations. It is not limited to any specific technical field, and may include 
agricultural, environmental and medicinal knowledge, and any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15_   Christoph Antons, op. cit. 

16_   WIPO’s discussions on legal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o not include mo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efined under the ICH Convention. This is because WIPO is more accustomed to the 
current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and that the issue is deeply related to the interests of the developed 
countries acts as a 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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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 of traditional knowledge includes TCEs as part of TK.17) 
          

Documentations and Archiv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uring the documentation proces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ocumen-
tations and archives (collection of documents) are a particularly important 
subject matter of protection. For instance, oral records, books, recordings, and 
video materials could be protected under the copyright law. Archives also fall 
into the category of ‘databases’ under the copyright law and the Online Digital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thus are subject to legal protection. 

2. Subject of Rights

After verifying the subject matter of protection, the major question regarding 
who is entitled to the benefits, namely the subject of right appears. 

Holder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bove all,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who transmi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uld be considered as the beneficiaries of protection when 
looking a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lone. The ICH Convention also 
recognizes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as part of cultural heritage 
in its defini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18) Furthermore, Article 15 of 
the Convention notes that ‘Within the framework of its safeguarding activiti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ach State Party shall endeavor to ensure the 
widest possible participation of communities, groups, and where appropriate, 

17_   Christoph Antons, op. cit., p.39. “. . . holistic concepts of knowledge and knowledge transmission and they 
encompass everything from artistic, literary and oral cultural expressions to signs and symbols to traditional 
medicines, plants, agricultural knowledge and knowledge about biodiversity and the environment.” 

18_   “. . . that communities, groups and, in some cases, individuals recognize as part of their cultural heritage.”

Figure 1   Relationship among ICH, TCEs and 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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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s that create, maintain and transmit such heritage, and to involve 
them actively in its management’.19) However, while the subject of attribution 
needs to be specifically defined under the legal system, the definition of 
communities under the Convention has a limitation for being too vague. 

In WIPO, the issue regarding the subject of right or beneficiaries is being 
discussed. As for the beneficiaries of TCEs, indigenous people, communities, 
individual groups, families, tribes, and nations are mentioned as the recipi-
ents.20) With respect to TK, there is an ongoing discussion to acknowledge 
communities as beneficiaries of TK.21)

Recorders and Archivis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case of documentations and archiv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subject of right can be expanded. The scope of subject may not only 
encompass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but also be extended to 
include the relevant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involved in the process 
of document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who participated in the archiv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e included in the subject of right.

3. Substance of Rights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ICH Convention, recognizing that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and social 

19_   Article 15 (Participation of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20_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should 
be for the benefit of the indigenous people and communities, individual groups, families, tribes, nations 
and traditional or other cultural communities, the nation/or the countries, to which a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expression of folklore is specific

          a)   in whom the custody, care and safeguarding of the TCEs/EoF are [entrusted] existing in accordance with 
their customary law [and] or practices; 

          b)   and who maintain, control, use or develop th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as being [characteristic] authentic and genuine of their cultural and social identity and cultural heritage.

21_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should benefit the communities who generate, preserve and transmit 
the knowledge in a traditional and intergenerational context, who are associated with it and who identify 
with it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Protection should accordingly benefit the indigenous and traditional 
communities themselves that hold Traditional Knowledge in this manner, as well as recognized individuals 
within these communities and peoples. Entitlement to the benefits of protection should, as far as possible 
and appropriate, take account of the customary protocols, understandings, laws and practices of these 
communities and peo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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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ation, alongside the conditions they create for renewed dialogue 
among communities also gives rise, as does the phenomenon of intolerance to 
grave threats of deterioration, disappearance and destruction of intangible cul-
tural heritage, in particular owing to a lack of resources for safeguarding such 
heritage’, urges each State Party to safeguar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term ‘safeguarding’ in this context means measures aimed at ensuring the vi-
ability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cluding identification, documentation, 
research, preservation, protection, promotion, enhancement, transmission, 
particularly through formal and non-formal education, as well as the revital-
ization of the various aspects of such heritage.22) By looking at the objectives 
and substances of the Convention, one can assume that although the Conven-
tion urges States Parties to safeguar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 does not 
vest communities with any special rights. 

Protection under Existing Legal Systems and IP Systems 
Som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upled with its documentation and ar-
chives, can be protected under existing legal systems such as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For instance, most documentations of intangible cultural heri-
tage can be protected under the Copyright Act, while archives (the collection 
of documentations) can receive legal protection as a database or online digital 
contents. In addition, performers are granted with protection under neighbor-
ing rights or general personality rights. In certain circumstances, some par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an be protected through trademark and geo-
graphical indication.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in protec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self by using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systems. It is difficult to protec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self through the copyright law since most ele-
men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e considered to be included in the pub-
lic domain. For example, if there exists ‘originality’ withi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ost of its copyright may have already expired. At the same tim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systems require definite information on the right 
holder of the property, whereas the identification of the original creator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difficult becaus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s 
been maintained for a long period of time in the form of traditional artistic 
heritage. Apart from this, in order for a property to receive legal protection 

22_   Article 2.3 (Definitions), ICH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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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industrial property rights such as trademark and patent, it must be reg-
istered. However, most traditional communities are reluctant to acquire indus-
trial property rights and they do not have the necessary resources to undergo 
such a process. Furthermore, obtaining a patent righ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difficult, since it does not have novelty.

Protection under Sui Generis Legal Systems
WIPO’s discussion over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as 
initiated by acknowledging the fact that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systems 
cannot adequately safeguar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communities 
participating in WIPO’s discussion regarding this matter have been demand-
ing: prohibition of the usage of their traditional literary and artistic works in 
distorted and degraded manners; prevention of reproduction, modification, 
publication, distribution of public performances of traditional culture without 
permission; protection of crafts, in particular their original style; forbidding of 
the false indication and misleading of original source; and prohibition of the 
usage of traditional symbols and emblems. Some of their demands have been 
reflected in the Revised Provisions for the Protection of TCEs/EoF.23) 

WIPO’s current debate brings forth ‘rights’ and ‘obligations’ for the protec-
tion of TCEs and TK, and imposes sanctions on those who violate these rights 
and obligations. In this sense, the level of WIPO’s discussion varies from that 
of the ICH Convention, which focuses its discussion on the ‘preserv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r example, the Revised Provisions for the 
Protection of TCEs/EoF contains the provisions of rights and obligations for 
protecting TCEs from misappropriation: TCEs should not be used in any dis-
tortion or derogatory manner; any false, confusing or misleading indications 
in relation to goods or services should be prevented; there should be equitable 
remuneration or benefit sharing in consultation with the relevant community; 

23_   Article 3: Acts of Misappropriation (Scope of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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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unauthorized disclosure and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ver 
secret TCEs should be prevented.24)

24_   ARTICLE 3: ACTS OF MISAPPROPRIATION (SCOPE OF PROTECTION)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of particular value or significance
        (a)   In respect to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of particular cultural or spiritual 

value or significance to a community which have been registered or notified as referred to in Article 7, 
there shall be adequate and effective legal and practical measures to ensure that the relevant community 
can prevent the following acts taking place without its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i)   in respect of such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other than words, signs, 
names and symbols:

              -   the reproduction, publication, adaptation, broadcasting, public performance, communication to the 
public, distribution, rental,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and fixation (including by still photography) 
of th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or derivatives thereof;

              -   any use of th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or adaptation thereof which 
does not acknowledge in an appropriate way the community as the source of th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   any distortion, mutilation or other modification of, or other derogatory action in relation to, th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and 

              -   the acquisition or exercise of IP rights over th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or adaptations thereof.

              (ii)   in respect of words, signs, names and symbols which are such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Expressions of Folklore, any use of th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or derivatives 
thereof, or the acquisition or exercise of IP rights over th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or derivatives thereof, which disparages, offends or falsely suggests a connection with the community 
concerned, or brings the community into contempt or disrepute;

        Other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b)   In respect of the use and exploitation of other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not registered or notified as referred to in Article 7, there shall be adequate and effective legal and 
practical measures to ensure that:

              (i)   the relevant community is identified as the source of any work or other production adapted from th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Expression of Folklore; 

              (ii)   any distortion, mutilation or other modification of, or other derogatory action in relation to, a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Expression of Folklore can be prevented and/or is subject to civil or 
criminal sanctions;

              (iii)   any false, confusing or misleading indications or allegations which, in relation to goods or services 
that refer to, draw upon or evoke th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Expression of Folklore of a 
community, suggest any endorsement by or linkage with that community, can be prevented and/or 
is subject to civil or criminal sanctions; and

              (iv)   where the use or exploitation is for gainful intent, there should be equitable remuneration or benefit-
sharing on terms determined by the Agency referred to in Article 4 in consultation with the relevant 
community; and Secret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c)   There shall be adequate and effective legal and practical measures to ensure that communities have the 
means to prevent the unauthorized disclosure, subsequent use of and acquisition and exercise of IP rights 
over secret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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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Prospective Tasks Towards the Protection for IP of ICH

I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as just to be documented and preserved in 
places like libraries, museums, national archives, and used only for research 
purposes, there would not be any emergence of serious intellectual property 
problems. Nevertheless, in today’s digitalized world where the digital archiv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ve been established and people can utiliz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rough a network, complicated intellectual prop-
erty problems appear. This is especially pertinent to the cases of commercial 
utiliz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us, unlike the past, relevant intel-
lectual property issues must be thoroughly contemplated before the launching 
of projects related to digital archives. 

How do we go about this? Two approaches can be taken at the macro-
level. First is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self. It is important 
to analyze recent WIPO discussion’s on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
edge, and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as well as the positions of important 
Member States. In particular, a careful study must be conducted on the legal 
systems of countries who already maintain certain level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under its national law (ASEAN,25) Australia/New Zealand, 
and India) and their latest development of debate on the issue (Especially with 
relation to ICHCAP’s activities). In this process, discussion at the national-
level should be encouraged while specific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such as 
subject matter, beneficiaries, and substance need to be discussed. If necessary, 
the amendment of related legal systems should also be reviewed. 

Second, it is important to identify intellectual property related issues 
arising during the proces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ocumentation and 
archiving and to provide a guideline to relevant actors. The guideline should 
include the precautionary measures that researchers, collectors, and museums 
must take into account during the proces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ocumentation.26) 

25_   The government of Indonesia holds the right ove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der its 1982 Copyright Law. 
Christoph Antons, ed., op. cit., p. 53.

26_   ARTICLE 5: EXCEPTIONS AND LIMITATIONS
       (a)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TCEs/EoF should:
             (iii)   not apply to utilizations of TCEs/EoF in the following cases:
             -   the making of recordings and other reproductions of TCEs/EoF for purposes of their inclusion in an 

archive or inventory for noncommercial cultural heritage safeguarding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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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make guidelines effective,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among relevant actors and major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during the process of documentation should be conducted. From my point 
of view, government-supported documentation and archives should be 
actively utilized, thus methods to effectively manage these materials must be 
established.27)

27_   The methods to utilize documentations or audiovisual materials, such as recordings and documents on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in Korea and Korea Broadcasting Service’s audiovisual materials, 
should be promo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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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raditional knowledge is a generic term referring to a type of knowledge 
which is held by a traditional community, transmitted and developed 

under local laws and customs. Traditional knowledge has played, and 
continues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areas such as food safety,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medical treatment. 

Generally, western science does not recognise the value of traditional 
knowledge, nor does it impose any regulation in its usage; thereby accelerating 
the loss of traditional knowledge by destroying communities’ livelihoods 
and cultures. However, recently western science has paid more attention to 
traditional knowledge, believing it may help to develop effective solutions to 
modern day problems. 

Likewise, despite the growing recogni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as a 
source of valuable knowledge, it has been considered ‘free information’ under 
the public domai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IP) system. Furthermore, in 
some cases, traditional knowledge has been misappropriated by researchers 
and private companies in various forms, without adequate benefit-sharing 
with the holders or the original creators of the traditional knowledge under 

Case Study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Establishing a Traditional Knowledge Database
                                                                                          in Korea

Kwang Kuk Goh
Senior Researcher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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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On the other hand, traditional knowledge is the precious cultural heritage 

that is a reflection of the communities themselves and their culture. Most 
traditional knowledge is acquired through personal observation and practices 
by oral tradition rather than in written form. Therefore, traditional knowledge, 
in principle, is open to the public and is accessible to all members of a specific 
community who holds the traditional knowledge as well as other individuals. 
As a result, it is difficult to verify the original owner of the specific element of 
knowledge. 

However, since the adoption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in 1992, which calls for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diversity, 
sustainable use for its component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genetic sources, the issue of traditional knowledge has also 
received much attention. Hence, many scholars,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nd 
governmental organisations are seeking various measures to protect traditional 
knowledge. In particular,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has been 
frequently discussed mainly in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while developing countries’ have actively been urging for recogni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as a part of Intellectual Property. 

It’s noteworthy to say that since there was no binding multilateral 
instrument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moved 
to adopt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t the General Conference of UNESCO in 2003, Paris. 

Article 11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vention stipulates that 
each State Party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e safeguarding of 
their country’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urthermore, Article 12 mandates 
each State Party to draw up one or more inventories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esent in their territory, and to regularly update these inventories.

As of today, Korea has inscribed seven of its cultural heritage elements onto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thus ranks sixth (together with 
France and Denmark) among countries who have largest number of items on 
the list after Germany (11 items), Australia (10 items), Poland/Russia (9 items), 
Mexico (8 items). In this sense, Korea is respected as one of the countries having 
the most afflue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lements which need respect and 
protection. Among these seven inscribed items, Dong Ui Bogam, a synthesised 
a medical book on traditional Korean medical knowledge which is included on 
the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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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a database o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nd intellectual property, the following issues appear: first, the inapplicability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protecting traditional Korean medical 
knowledge owing to it being freely shared by people; second, protection and 
transmission of un-published secret medical knowledge; third, Korea’s possible 
dispute with its most important rival in this field, China, over the issue of 
‘originality’ regarding medical knowledge; fourth is a concern over the issue 
of information-sharing. Therefore, this presentation will attempt to grasps the 
major points of the abovementioned issues and will seek for possible counter-
measures in response to these problems. 

II. Establishment of a Traditional Knowledge Database and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Defining the term, ‘Traditional Knowledge,’ is closely related to defining the 
scope and subject of protection. However, the difficulty in distinguishing 
traditional knowledge from other types of knowledge created the challenges 
in developing an internationally accepted defini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has risen. Thus, ‘traditional knowledge’ may simply refer to the generic 
knowledge held by indigenous and traditional communities. 

Such definition of the concept has something in common with the 
Convention on Biological-diversity. Article 8(j) contains a phrase which 
mentions, ‘Knowledge, innovations and practices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By taking into account Article 8(j)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diversity, traditional knowledge can be understood as a shortened 
term of ‘traditional knowledge, innovation, and practices’. 

WIPO defines ‘traditional knowledge’ as innovations and creations which 
have derived from intellectual activities in the field of industry, science, 
literature or arts including; literature, art, scientific publications, designs, 
marks, names and symbols, classified information and others.

Other concepts that need to be compared with ‘traditional knowledge’ 
are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folklore or 
expressions of folklore’. Above all, ‘genetic resources’ refers to the materials 
that contain genetic information and biological information. The Convention 
on Biological-Diversity defines genetic resources as genetic materials of ac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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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potential value. Meanwhil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refers to a type of traditional knowledge produced in the form 
of traditional artistic expressions such as traditional drawings, songs, and 
literature. 

To sum up, traditional knowledge is a generic term referring to the 
knowledge that has been traditionally transmitted. Thus, any derivatives of 
intellectual activities created under traditions are included in the domain of 
traditional knowledge. In accordance with this definition, many elements of 
cultural heritage in Korea fall into the category of traditional knowledge, most 
prominently,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raditional medical knowledge is frequently being discussed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s a specific example of the valuable traditional knowledge 
that requires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Thus, the databases comprising of 
information on traditional medical knowledge serves the purpose of providing 
information as a prior art document, preventing unlawful acquirement of 
patent rights, and also promo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of new inventions 
by disseminating traditional knowledge.

1. Establishment of a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KM) Database

Before studying the establishment of a traditional Korean medicine database, 
let us examine cases from other countries: India and China. 

In the case of India, the database called Traditional Knowledge Digital 
Library (TKDL) is being established. The documentation process of traditional 
knowledge under the TKDL project prevents inventors from unlawfully using 
traditional knowledge. This project is gaining much attention in India. The 
Indian government successfully annulled the patents granted on ‘Turmeric’ 
and ‘Basmati’ by the United States patent office, as well as ‘Neem’ by the 

Figure1   Relationships among Traditional Knowledge, Traditional Medical 
Knowledge, Expressions of Folklore and Genetic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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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Patent Office, by arguing that India is the holder of this traditional 
knowledge. 

In the meantime, China has been compiling traditional knowledge 
databases since the 1980s, and as of now, China holds around 50 databases. 
The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Database System contains more than 
477,000 references and abstracts on literature regarding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his database includes information on Chinese medicine, Gigong 
exercises, acupuncture, Chinese massage, health promotion, and other 
topics. More than 42,000 records are added to this system and the system is 
maintained in English and Chinese versions. 

In Korea, the traditional knowledge and database system is being 
established in two languages, Korean and English, to be utilised as prior art 
documents during the process of patent examination at the patent offices in 
Korea and abroad. Furthermore, it aims to prevent foreigners from obtaining 
patent rights for products developed by using traditional Korean knowledge. 
Traditional Knowledge database also serves the purpose of bringing about 
academic and industrial development in related fields, such as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by systemising and providing fundamental information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Table1 Annual Update of DB Establishment: Contents and Forms (2003-2010)

Project 
Title Contents Type File 

Type   Quantity Ser-
vice

2003 
Digitalisation 
of Traditional   

Korean Medical 
Knowledge 
Information 

Source 

•   Information on ancient Korean medical 
texts

-   Original texts, images, and annotations 
from 168 ancient medical books   
(including, Eui Bang Yu Chi, Jae Jung Shin 
Pyung, Imweon Kyung Jaeji)

Text XML 87,000 (pages)

Web
Image JPG 50,000 (pages)

Text XML 1,800 
(annotations)

•    Information on treatment techniques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   Traditional Korean Medical treatment 
techniques, educational sources, etc.

Text XML 5,000 (pages)
Web

Image JPG 10,000 (images)

2004   
Digitalisation 
of Traditional 

Korean Medical 
Knowledge 
Information 

Source

•   Ancient Korean Medical Texts
-   Original texts, images, and annotations 

from 157 rare and valuable books on   
Tradition Korean Medicine

Text XML 800,000 (words)

WebImage JPG 14,000 (pages)

Text XML 1,800 (pages)
(annotations)

•   Information on treatment techniques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   50 books on Korean Medical Prescriptions 
and Treatment Techniques 

Text XML
Original Text
13,000,000   
(words)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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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Title Contents Type File 

Type   Quantity Ser-
vice

2004   
Digitalisation 
of Traditional 

Korean Medical 
Knowledge 
Information 

Source

•   Glossary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   Annotations of major Traditional Korean 

Medical terms
Text XML

Text   
6,000,000
(words)

Web

•   Thesaurus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hesaurus 

descriptions 
Text XML 3,000

(descriptions) Web

2005
Digitalisation
of Traditional 

Korean Medical 
Knowledge 
Information 

Source 

•   Ancient Korean Medical Texts
-   Original texts, images, and annotations 

from 47 rare and valuable books of   
Korean Medicine 

Text XML 1,500,000 
(words)

Web
Image JPG 7,500 (pages)

Text XML 1,000 (pages)
(annotations)

•   Information on Specialised Traditional 
Korean Medicine 

-   Texts, images, 2D flash on Medical Herbs 

Text XML 4,000 (pages)

WebImage JPG 2,000 (images)

2D SWF 50 (pages)

•   Information on Health and medicine
-   Traditional treatment (Aliment therapy, 

Doe-in, prohibitions) 

Text XML 2,000 (pages)
Web

Image JPG 500 (pages)

•   Thesaurus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hesaurus 

descriptions 
Text XML 3,000

(descriptions) Web

2007 
Digitalisation
of Traditional 

Korean Medical 
Knowledge 
Information 

Source 

•   Ancient Korean Medical Texts
-   Original texts, images, annotations on 

14 rare and valuable books of Korean   
Medicine

Text XML 44,446 (pages)

WebImage JPG 44,446 (pages)

Text XML 1,000 (pages)
(annotation)

•   Multimedia Information on Korean 
Medicine 

-   Medical Herbs, tales of traditional 
medicine, Gigong exercises

Video WMV 30 minutes
Web

2D SWF 70 parts

•   Information on Health and Medicine
-   Traditional treatment (Aliment therapy, 

Doe-in, prohibitions) 

Text XML 2,000 pages
Web

Image JPG 500 (images)

2008
Establishment of 
DB on Ancient/
Classical Korean 
Medical Books 

•   Ancient Korean Medical Texts
-   312 ancient books o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ncludes Chugan Uian, Jinyang 
Shinbang)

Text XML 43,740 (pages)

Web

Image JPG 44,229 (pages)

•   Korean Medical Health Information
-   Information on traditional medical 

knowledge in Korea/traditional treatment
Text XML 2,015 (pages)

•   Video on Gigogong Exercises Video WMV 30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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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Title Contents Type File 

Type   Quantity Ser-
vice

2009 
Establishment of 
DB on Ancient/
Classical Korean 
Medical Books

•   Ancient Korean Medical Texts
- 276 ancient books on traditional Medicine 
(includes Chugan Uian, Donguibogam etc.)

Text XML 38,800 (pages)

WebImage JPG 38,800 pages

•   Video on Gigogong Exercises Video WMV 60 (minutes)

2010
Establishment of 
DB on Ancient/
Classical Korean 
Medical Books

•   Ancient Korean Medical Texts
- Chugan/Ancient Literature

Text XML 58,974 (pages)

WebImage JPG 58,974 (pages)

•   Upgrading of Application Software

  
 

2.   Traditional Korean Medicine DB and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Traditional medical knowledge is recognised as a part of valuable traditional 
knowledge in need of protection. With the advent of incurable diseases such as 
chronic diseases, cancer, in addition to HIV and AIDs in the mid-20th century, 
western medicine found itself with inherent limitations for countering these 
diseases. At the same time, as the 21st century medical industry began moving 
toward placing more focus on prevention rather than treatment, the interest 
in traditional medicine began growing for its relatively safe and long standing 
usage among the eastern world. 

Leading countries in the medical industry have been investing much 
research capital, human resources, and technology into the development of 
traditional medical knowledge and genetic resources, to find solutions to 
incurable diseases; and in return, they have been generating a large sum of 
economic remuneration. Traditional medical knowledge, used as the basis for 
modern medicine, is contributing to the success of new inventions. 

As a patent is granted to a new invention developed by using traditional 
knowledge, a dispute over the issue of benefit-sharing between the holders of 
the traditional knowledge and the inventors appears. When a patent is granted 
to a newly invented medicine, in most cases the benefits go to the new inventor 
who applied for a patent. In such a case, the holders of traditional knowledge 
are excluded from the generated benefits, thus becoming problematic. How 
to protect traditional knowledge from such misappropriation is an important 
point of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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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ng traditional knowledge by establishing a database is a negative 
and defensive form of protection. This type of protection prevents people 
other than the customary custodian of the traditional knowledge and generic 
resources from applying and obtain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patent rights. Thus, it protects the rights of developing states’ in relation to 
their traditional knowledge. Nevertheless, since this type of protection does 
not grant or guarantee the exercise of rights, it is different from the positive 
form of protection. Positive protection recognises certain rights of property 
and provides measures for remedy in case a third party violates the right. 

India is an example of a country which has taken a negative protection 
approach to protect its traditional knowledge. The most important effort 
that India has brought forth in protecting its traditional knowledge is the 
documentation of its traditional knowledg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Traditional Knowledge Digital Library’. This is a negative and defensive form 
of protection aimed at preventing other countries from misappropriating 
India’s traditional knowledge, but it doesn’t serve the purpose of safeguarding 
and promoting the traditional knowledge itsel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nd medical techniques were already far 
developed in the ancient Choseon Dynasty, and during the period of three 
kingdoms and the Goryeo Dynasty, pharmaceutical medicine was developed 
based on private medical experiences. Chinese medical knowledge was 
combined with existing medical knowledge and standardised traditional 
Korean medicine. During the Choseon Dynasty, independent Korean medical 
science appeared and developed to be what Korean medicine is today. As 
a result, Korea could have compiled rich traditional medical knowledge 
comprising of generic resources (herbs), medical books, and other various 
types of secret medical knowledge. Such traditional medical knowledge 
can be protected by using an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implementing a 
new form of legal protection, or by establishing a database, thus providing 
negative protection. In Korea’s case, we prevent non-custodians of traditional 
knowledge, especially other countries from obtaining a patent by establishing 
a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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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Conclusion

With the issue of establishing a traditional knowledge database and intellectual 
property, the major problem lies in the fact that traditional knowledge cannot 
actively obtain its rights as a subject matter of protection. For this very reason, 
the non-holders of traditional knowledge, especially from other states, can 
easily obtain patent rights as opposed to the holders of the knowledge. 

As a countermeasure to prevent such unlawful obtaining of patent rights, 
especially by other states, India's TKDL sets a good example.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DB on traditional 
knowledge, and making it searchable at any place in the world by digitising it. 
Thereby, the information on the database can be used as a prior art document 
during the process of patent examination, preventing the wrongful granting of 
patents.  

Nevertheless, Deveinder Sharma opposes this project by arguing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KDL can be abused, thus strongly recommends 
this project to be halted until there is a worldwide consensus on this issue. 
Alternatively, he suggests the amendment of the national patent law, just as in 
China's case, as the best possible option to protect their nationals as of now.

Despite such criticism of creating their own justification, TKDL can no 
doubt send a clear warning message to potential literary pirates, and be used 
as powerful evidence in the patent annulment procedure. Furthermore, by 
allowing users to obtain relevant information in a fast and accurate manner, it 
can contribute to the further advancement of R&D in the field of traditional 
medicine, regardless of there being a possibility of abuse of the system. 
Therefore, India's advanced efforts to protect its traditional knowledge have 
many implications to Korea.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dequate management systems of rights when 
publicising traditional knowledge through the DB system. Therefore, legal 
protection on edited materials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from the defensiv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in case of publicising it through the DB 
system. This is to say that, protection should be granted to the edited materials 
under the copyright law. 

Currently, ‘Chinese Acupuncture’ is becoming an issue, being dubbed as 
a ‘Traditional Korean Medicine Project’, because it reflects China’s ambition 
to gain the upper hand from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n 2006, China 
attempted to inscribe 8 of its traditional medical elements, including the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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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hinese medicine, recuperation, herbal treatment, and so on, onto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However, the scope of the elements was too broad and complicated so the 
inscription of these elements was postponed. Nevertheless, China again filed 
for acupuncture to be on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of nominations in 
2010, after breaking down the scope of acupuncture. Such a movement can 
be analysed as China's ambition to dominate a US $2 billion global traditional 
medicine market by gaining the upper hand from its rival,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o counter China's movement, Korea should establish a traditional 
knowledge database, and attempt to secure international legitimacy o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mainly by using traditional medical books, such 
as Dongui Bo Gam. At the same time, Korea should examine a way to inscribe 
Korean traditional medical knowledge onto UNESCO's Representative List. 
Furthermore, considering the fact that China is providing concentrated 
government assistance to promote its traditional medicine,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museum and transmission 
centre, Korea should also bring forth such legal and institutional methods to 
promote its own traditional medicine. Methods to foster traditional Korean 
medicine may include providing incentives to the holders of secret medical 
knowledge, encouraging the trainees of their efforts to learn traditional 
knowledge, financially assisting the service provid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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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uddhism in modern Korea exists in two dimensions such as a religion 
which emphasises moral training and a part of the tradition which is a 

trace of life from the past. Since it was introduced and accepted into Korea, as 
Buddhism was a common creed among the three Kingdoms, Goguryeo, Shilla 
and Baekje, it has shown evidence of the homogeneity among the Korean peo-
ple, cultural exchanges and originality of each era.

Currently, the Buddhist culture is accommodated as relics, remains and 
intangible culture in a system of knowledge. According to statistical data in 
the ‘List of the Buddhist cultural property in current Korea’ published by the 
Jogye Order in 2006, 173 articles among 308 National Treasures of Korea 
(56.4%) are Buddhist cultural property. Among them, 71 belong to the nation, 
62 to the Jogye Order, 38 to individuals and 2 to other Orders.1) Among the 
1,457 Treasures of Korea, 935 articles (65.3%) are Buddhist cultural property, 
and the Jogye Order possesses 422 of them. In addition, among 2,219 articles 

1_   Most of the Korean Cultural Properties are Buddhist Cultural Property, Internet Modern Buddhism Buddha 
Newspaper, 27 Apr. 2006

Realiti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Establishing a Digital Contents of Korean  
                                                                    Buddhist Culture 

 Eun Jung Cho
Adjunct Professor

Hannam University, Kore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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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angible cultural property of local governments, 1,173 (52.9%) articles are 
Buddhist cultural property.2) In terms of the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two of the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of Korea such as No. 48 
Craftsman of Danchong and No. 50 Yeongsanjae; however, many important 
domains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belong to the Buddhist culture such 
as the feast in a venue like the Chungryong temple where Namsadang Nori 
was initiated by Buddhist architects and craftsmen. Furthermore, people in 
modern days who are exhausted from their hectic life style and wish to pursue 
a slower and calmer life style where things like simple food are of interest to 
them, they can experience this lifestyle and food in a temple. Consequently, 
‘temple stay’ is becoming more popular and more people are becoming inter-
ested in the Buddhist culture.

As a treasury of traditional culture, the Buddhist culture exists as a com-
plete entity of the environment, inside and outside of the temple from the 
building, pagoda, pudo, indoor vyuha to the garden, and the area where the 
sound of a wind chime can be heard. Additionally, the ceremony and the life 
of monks in a temple have great influence on culture in general. The impact 
of Buddhist’s is particularly strong in terms of their reflection on human in-
ternality and the union between humans and nature. The life of Bupjung, a 
Korean Zen monk who took complete refuge in nature is a good example of 
the positive impact Buddhism has on the public.

Interest in Buddhist traditions lead the public to recognise temples as 
a part of cultural heritage, and interest in life-history has been reproduced 
through various practical fields such as tea ceremony and ceremonial bowing 
as elements for encouraging a healthier life, which are ideals that originated 
from the lifestyles of Buddhist monks. Tangible heritage and ceremonies, food 
and crafts which reveals the productive process of the religion are valid exam-
ples of content regarding this traditional culture, and have been promoted as 
distinctive images of Korea from Western culture in the time of globalisation.     

The Buddhist culture which has served as a representative image of Korea 
starts to show practical value. For example, there are commercial advertise-
ments which promote a positive image of Buddhism such as a mobile adver-
tisement with a refreshing forest scene as the backdrop where people walk 
with a monk, or a chocolate advertisement which shows an innocent monk. 
However, there is a concern among Buddhists regarding the danger of misus-

2_   Website of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Detail_
Resul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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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 or displaying disparaging images related to Buddhism.3) The policy for tra-
ditional culture has been changed from preservation to application for com-
mercial purposes. Unlike when Buddhism was accommodated in everyday 
life with the principles of existence, there come potential problems when the 
Buddhist culture as a tradition is used in commerce. The most serious concern 
over the perception of Buddhism as a tradition is to mislead the public of its 
essence.

Twenty years from the time when the government initiated the search for 
traditional culture which symbolised Korea, many Internet sites which spe-
cialise in traditional culture naturally contain elements or representations of 
Buddhist culture. This article explores and analyses the data of digital contents 
regarding Buddhist culture, and tries to identify issues of tradition which are 
based on religion, especially as the Buddhist community is excluded from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is article also considers morals and ethics in 
transmission and development of traditional culture in relation to digitalisa-
tion and utility based on national interests.     

II. The Condition of Digital Contents Regarding Buddhist Culture

The recognition of culture as an industry is a prerequisite for the digitalisation 
of Buddhist culture. Culture consists of elements of inorganic substances and 
has individuality as a whole, like an organism. However, given that culture has 
value and it plays a great role in integration, it may be necessary to consider 
the super organism theory by A. L. Kroeber to understand culture. In this re-
gard, culture can be understood as a configuration, and it is argued that there 
is a pattern or theme in individual culture. Many different patterns are individ-
ually unique and maintain their integrity for a long time and hardly change. 
However, if the contradiction in relations among the internal elements of a 
culture is expanded and the integrity of the culture collapses, culture changes 
and a different form of integrity will be established. In this way, ethnicity or 
national identity changes throughout history.              

3_   Jogyejong, Seminar for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the Buddhist Cultural Property, Oc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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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patterns of a culture are hard to change, changing a pattern is 
relatively easier than changing many cultural elements which can be recog-
nised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In this regard, it is notable that Gramsci, 
who took notice of the role of intellectuals, maintained the necessity of active 
cultural hegemony and initiated the discussion on it and found a possible path 
for practical intervention in a society using public culture. Currently, culture is 
the most extensive term used to define every part of humanity.4)    

As the attribution of culture lies in symbolism, the enactment of ‘Cultural 
Symbols of Korea’ is significant in terms of the connection between culture and 
industry. ‘10 Cultural Symbols of Korea’ which were enac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include: Hangul-Korean alphabet, Kimchi & Bulgogi-
Korean traditional dishes, Hanbok-Korean traditional dress, Seokguram-Korean 
grotto shrine, Bulkuksa- Buddhist Temple, Taekwondo-Korean martial arts, In-
sam-Korean ginseng, Talchum-Korean mask dance, and Sulaksan-Sulak Moun-
tain. Later, two more items were added, Jongmyo Jeryejeryeak-Royal Ancestral 
Ritual in the Jongmyo Shrine and its music as well as world famous Korean 
artists. From 2005, these cultural symbols were systemised and applied to the 
industry titled of ‘Han Style’ under six categories: the Korean alphabet, Korean 
food, Korean clothes, Korean paper, Korean houses, and Korean music.5)     

However, the term ‘cultural industry’ reflects the change of the meaning of 
culture according to the policy at that time. In the early 1990s, the concept of 
cultural industry was highlighted in Korea in the climate of industrialisation of 
leisure and the era of Korean conceptual culture and information which were 
initiated by a newly started civil government. Originally, the perspective which 
recognises culture as an industry was formalised by the Frankfurt School. It 
lacked the sense of criticism where cultural products are produced, in order 
to be exchanged for monetary value, they must first devalue the dignity of the 
culture and lessen the liberal function. Afterwards, as culture was recognised 
within a concept of information with the support of theories by Benjamin and 
McLuhan, cultural industry was transformed as cultural contents during the 
civil government in the early 1990s. This was related to social ambiance when 
small sized bencher enterprises were expanding and started to form a poten-
tial market. Later, in the era of digital media, cultural contents were redefined 
as digital contents.  

4_   Eun Jung Cho. “Cultural Studies and Art History.” Art Critics. Vol. 66, Korean Association of Art Critics, 
2002, p.60-92. 

5_   Han Style. http://www.han-sty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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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concepts of ‘nation’ and ‘state’ were emphasised during the early 
stage of the modern nation, these notions were reinforced during the estab-
lishment of the digital world where globalised words and symbols flourish. An 
example of such a phenomenon can be illustrated in the case of both Western 
and Eastern countries as they attempt to build digital contents starting i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ield.  

As the world competed over natural resources and industrial products in 
the modern era, we again compete for resources and processed contents in 
virtual space. In this circumstance, contents in virtual space are recognised 
as wealth; it is important to find out the original resources and develop them. 
For example, as Mulan was processed by Disney, the Mongolian woman lost 
her dignity of being a heroine as she was described and categorised under the 
Western impression of what is recognised as an Asian woman. Once lost, it is 
very difficult to re-obtain a chance to reprocess the resource according to the 
necessity of their own country.    

In Korea, the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has conducted a series of 
projects which process traditions of strong authenticity of Korea since 2002 
referred to as the ‘Cultural Archetype Project’. The agency defines the cultural 
archetype as all kinds of resources that can claim rights (original, secondary 
right or moral rights) over the contents created under the theme of ‘Korean 
Archetypes’, which expresses the uniqueness of the Korean culture, and ‘Global 
Archetypes’ that embrace universal values.6) 

As well as being an object of process for external service providers, the 
Buddhist community develops digital contents such as information of the 
Order or a temple on the Internet or show the life of the community for 
propagation. However, the prime concern of the Buddhist community over 
external production derives from the fact that they have a limited access to the 
process of production or reproduction of outsiders which may have filtered 
views of understanding. Besides, as an owner of the resources, they do not 
have much right or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assert right over, or request 
to correct errors that are made during the utilisation of Buddhist culture.7) 

6_   The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Comprehensive plan for the project of the digitalisation of Korean 
cultural archetype, 2003-2007.

7_   According to Shin, Ji-Yong, there are many cases of caricaturing Buddhist culture, deliberately or for fun, in 
digital DB, and the Buddhist community is taking this issue seriously. This research was inspired by research 
and DB of Shun, Ji-Yong. Cho, Eun-Jung,「Present Condition and State of the Copyrights System of Buddhist 
Culture」, 『Seminar for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Buddhist cultural property』, The Jogye 
Order, 20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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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among the digital contents of Buddhism, the Jogye Order con-
structed an Internet site for the temple stay programme of the 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 and it has received positive feedback.8) 

    

1. Digital contents related to Buddhist culture in public contents

Buddhist cultural heritage is a part 
of national cultural heritage which 
is processed into digital contents 
in the Knowledge Information 
Resource DB Solution Enterprise. 
This is because 70% of DB on cul-
tural property is Buddhist cultural 
properties. According to research 
by Yu, Dong-Wan ‘Proposals for 
the Application of Copyrights of 
the Buddhist Culture’ in 2008, there 
are several DBs available related 
to Buddhist culture: ‘DB on the 
Cultural Heritage of Korea of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www.heritage.go.kr/index.jsp); 
‘Cultural Archetype Contents DB’; 
‘National Memory Heritage Service’ 
(www.memorykorea.go.kr); ‘Korea 
National Heritage Online’ (www.dheritage.go.kr); tripikata Koreana DB (http://
kb.sutra.re.kr/ritk/index.do); and ‘Information for Korean Buddhist Culture’ 
(http://buddha.dongguk.edu/).9)       

Most DBs define Buddhist cultural heritage as cultural heritage which 
is subject to preservation; emphasises the necessity of record taking for the 
condition of the heritage and its preservation; and focuses on digital archiving 

8_   For information regarding Internet sites, see Kim, Yang-Woong, “Present Condition and direction of the 
Construction of the Contents of Buddhist Culture”, Electronic Buddhist Text. Vol. 7, Institute for Cultural 
Contents, Dongguk University, 2006.

9_   You, Dong-Hwan. “Suggestion for the Applic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 Buddhist Culture”.
Seminar for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Buddhist cultural property, The Jogye Order, 2008. 10.

Figure 1   Web Site of the Korea National Heritage 
Online

Figure 2   Web Site of the National Memory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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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ripikata. Moreover, the digitalisation project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aims to digitalise the data of analogue DB. However, 
most of the cultural properties in need of repair are stone structures and archi-
tectures which belong to Buddhist culture. 

Features of these DBs are as close to archives as they have, as they focus 
on preservation. Therefore, the data has a relatively high quality. However, 
although the reliability of the DB is improved, there lies danger for the DB to 
become fossilised data in a library.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of the public to these DBs by processing them as digital contents.  

Han-Style
Han-Style is a support strategy of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
ism and aims to be the ‘globalisation 
strategy of content for traditional 
culture’. This project aims to create, 
employ and enhance the national 
image by interpreting scientific 
nature, health and philosophical 
principles in a modern sense, and 
pursue familiarisation, industrialisation and globalisation over the long term. 
Thus, this project does not promote Buddhist culture upfront, but includes 
Buddhist culture as a part of it, such as through promoting temple food which 
again is a part of Korean food culture. Han-style has evolved as Han-brand 
strategy and focuses on industrialism. It supplements the contents of Buddhist 
culture by linking with Internet sites for research on temple food or tea cul-
ture.  

  
Korean Culture Archetype Project   
This project was not much use at its early stages; however, it suddenly came 
into the limelight as the Korean film ‘King and the Clown’ became popular. 
The popularisation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caused the active develop-
ment of contents and, consequently, the issue of copyright emerged. For 
example, the Internet site of ‘Korea Insight’ which was developed by the Sam-
sung Foundation and SDS provided contents of digitalised cultural heritage. 
The site avoided the issue of copyright by writing articles themselves, but the 
images from their sites became subject to copyright laws and resulted in their 
termination.

Figure 3 Web Site of Han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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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early stage of the Korea Culture Archetype Project, it was more 
common to digitalise real photographs, but later more graphic images were 
used for immediate use. As the application of images was the main purpose 
of the project, the project focused on the construction of a vast collection of 
images which were based on the 
archetype. However, due to a lack 
or distortion of the exact meaning 
behind the images and traditional 
knowledge, there is a great pos-
sibility of losing the symbolism of 
the images, which causes mutual 
damage to service providers and 
the Buddhist community. The list of 
archetype projects related to Bud-
dhism is as seen in Table 1 below.   

Table 1 Buddhism related projects in the Korea Cultural Archetype Project 

Project Theme Developer Year

Development of expositional elements of 
Palgwanhoe of Koryo

2RHanry, Inc. Co 2002

Research Development for digitalisation of 
Dancheong of Manbong

NRK, Inc. Co. 2002

Development of characters in Korean Buddhist 
paintings Honam University

Honam University 2002

Digitalisation of Eternal Life Painting for the 
development of computer games

Imaging Research Centre, Hanseo 
University

2002

Development of a digital temple architecture plan Yeokum, Inc. Co. 2003

Development of Digital Contents using the 
archetype of Korean stone pagodas

Institute for Characteristics of 
Culture and Art, Jeonnam University

2004

Development of the creation of material for 
scenarios and visual materials using Buddhist tales

Jeonnam Cultural Property 
Research Centre

2004

Development of objects in Buddhist temples such as bells BBS 2005

Digital Contents of Ankor Wat
Research Institute for 

Electronic Buddhist Canon, 
Dongguk University/CG wave, Inc. co

2005

Digitalisation of the Life and Culture of Korean Monks Design PT, Inc. co/Jeonju University 2005

The Mystery of Cheonbul Cheontap and the 
power of the Reclining Buddha - story bank

The Gwangju Information and
 Culture Industry Promotion Agency

2005

Development of creational material from 'Sumeru Altar', 
the essence of Korean woodcraft

iNEK, Inc. Co. 2006

Figure 4   An example of Project of Korean Culture 
Arche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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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Theme Developer Year

Development of Digital Contents of Wango cheon chuk 
guk jeon of HyeCho from the United Shilla Kingdom 2005

KAIST 2007

Story bank of Wonhyo
R&DB Foundation, Dongguk 

University (cultural contents of 
electronic Buddhist canon) 

2009

However, recently these projects were criticised for their low profitability. 
Since 2002, for nine years, 63,540,000,000 won was invested into the project, 
but only profited 742,000,000 won.10) This criticism was based on the eco-
nomic approach which counts value toward the cost of digitalisation. How-
ever, despite the possibility of distortion of the contents from interpretation, it 
is important to accumulate digitalised data. As it is not appropriate to evaluate 
education only with monetary value as it can also be a social investment for 
human capital and social infrastructure, the same approach has to be applied 
to the project of the digital contents. This result was somehow anticipated 
when the project focused on the practical implica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The dilemma between preservation and application of the 
traditional knowledge show a clear understanding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conservation of the archetype. Having pursued superficial applications 
of partly defined traditions and neglecting transmission, now the application 
of digital contents is facing a serious crisis. However, it is notable that the fre-
quency of using Buddhist tales and culture was relatively high.   

2. Digital contents developed by the Buddhist community

Since 2000, the Buddhist community started to develop digital contents them-
selves. For example, the Jogye Order established the 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 and produced cultural contents. Besides, there are many Internet 
sites which provide Buddhist digital contents such as a homepage for temples. 
However, it is problematic for them as processed contents are subject to copy-
right laws where Buddhist organisations have to pay a fee even though they 
are using images of their own. This situation is reflected in the change of semi-
nar themes in the Buddhist community, for example, protection of copyrights 

10_   Project of Korea Culture Archetype, No Value for Money, COCA News, 4 Oct.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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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the main theme of the seminar 
in 2008 whereas, in 2006, the indus-
trial application of Buddhist arche-
type was the key issue. The reason 
behind the rapid switch in direction 
from propagating to protection is 
that although the Buddhist com-
munity has actively cooperated in 
developing digital contents, their 
right has not been protected.   

The dilemma between propa-
gating and protecting copyright is 
highlighted in the unique concept 
of Buddhism toward goods and the 
practice of alms which is a broader 
concept than service. The Buddhist 
community sees monks as having 
great virtue, and they are still con-
cerned about the situation regard-
ing monks having to pay a fee when 
they would like to present their own images of to the public.   

3. Digital contents produced by non-Buddhists

The Buddhist community has recognised numerous problems regarding 
copyrights in digital contents produced by non-Buddhist. Many Buddhist 
contents, as a main theme or setting, are provided to the public as a spectacle, 
for example, a documentary on temple life, films about Buddhism, and pro-
grammes about Buddhist culture as cultural heritage. Buddhist organisations 
have also produced and distributed digital contents. Temples are normally be-
ing very cooperative with production and even provide private spaces such as 
a meditation room; however, as copyright belongs to the production, temples 
are rewarded merely with copies of the DVDs. 

In the perspective of temples, while a TV documentary programme about 
their space is broadcasted to the public for an hour, it is very difficult for them 
to use a short part of the programme for their Internet site as they have to 
consult a sales department and pay the fee. Consequently, temples may give up 

Figure 5 Web Site of Temple stay of Jogye Order

Figure 6   Information of temples on Temple stay 
Web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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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images of their own properties. Therefore, it has been discussed in the 
Buddhist community that temples should cooperate with productions under 
the condition of acquiring rights to use images.      

In fact, many productions related to Buddhism without appropriate con-
sultation tends to distort the nature of Buddhism. For example, the quality of 
the Korea Cultural Archetype Project which was initiated by the Korea Crea-
tive Content Agency could be improved only if the agency consulted the Bud-
dhist community. Nonetheless, the community has encountered a dilemma 
in defining the scope of the public domain and has not actively claimed their 
legal rights. In this regard, developers tend to conduct projects without con-
sultation which causes a decline in the quality of the products. 

 
Example 1   The Mystery of Cheonbul Cheontap and the Power of Reclining 

Buddha
The project was conducted by the 
Gwangju Information and Culture 
Industry Promotion Agency in 2006 
in order to create public medium 
of information regarding the Un-
jusa temple including its history, 
tales and Cheonbul choentap using 
3D, modelling data, photographs, 
moving image data, mobile con-
tents, play, opera, film and musical 
scenario, educational cartoon, and 
Internet sites. However, no consul-
tation was made with the temple in 
terms of copyrights, prior contents, 
maintenance of the contents, or use 
of products in the process of the 
production.  

The purpose of the project 
was to develop scenarios based on 
storytelling. However, as they use 
the unique pagodas of the temple,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research in depth the meaning of 
the temple rather than producing products with superficial dimensions. As 

Figure 7   Web Site selling design sources

Figure 8   Web site introducing Unjusa temple in 
Information of Contents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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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ject was focused on the application, it tends to lack an understanding 
of iconology; therefore, was not able to highlight the strengths of the Buddhist 
culture as an essence of spiritual culture.  

Example 2   Life and Culture of Korean Monks  
The project digitalised the contents 
of every aspect of life and culture 
of Korean monks, including food, 
clothing, accommodation, ceremo-
nies and other parts of their life. 
This project was initiated in coop-
eration with a Buddhist organisa-
tion, but there was no consultation 
with the Order. Once the project 
is completed, the copyrights of the 
project would belong to both the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and 
the service provider. 

The assumption that it is pos-
sible to commercialise the life of 
monks although the rights of Bud-
dhist monks was neglected is based 
on the perception that the Buddhist 
culture belongs to the public do-
main. In this sense, it can be argued 
that some graphic images seem to 
make a caricature of the life of monks within the bounds of portrait rights. 

III. Digital Contents Regarding Buddhist Culture and i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seen above, it is widely believed that Buddhist culture is under the pretext 
of the public domain as a traditional culture. Consequently, it is very common 
to assume that consent is unnecessary to photograph temple buildings, paint-
ings, statues or even monks. Furthermore, due to the expansion of ‘blogging 

Figure 9   Web site, ‘Life and Culture of Korean 
Monks’

Figure 10   Web site selling an image of the act of 
‘ton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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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bloggers’, many moving images are uploaded on Internet sites such as 
YouTube and other commercial sites. 

Besides, the Buddhist culture is often used as a background image for 
websites or advertisements. Unlike secular paintings of Kim Hong-Do, or 
Chung Sun, there can be more serious issues of distortion or degeneration 
when advertisements modify or parody religious culture. 

For example, there is a distinction between the public and the Buddhist 
community regarding pudo, stone monuments of famous monks. Basically, 
pudo is a grave for monks of great virtue. However, unlike in the secular 
world, the Buddhist community respects pudo as the legacy of the existence of 
the monk as a teacher. Thus, if one only focuses on pudo’s funerary aspect, it 
becomes a mere tomb of dead monks. Therefore, if pudo is recognised only in 
a secular sense, the meaning of pudo field in Songgwangsa temple, which is to 
elucidate the public of the value of enlightenment, will be lost, and the public 
will be wondering why graves of monks were placed in the entrance of the 
temple. This illustrates the danger of losing religious context of a phenomenon 
as tradition can dilute a clear distinction between different schemes of value 
within the same phenomenon.     

Figure   11 Moving images of morning service in Haeinsa temple on a Web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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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Internet sites are selling 
images of Buddhist cultural prop-
erty. Although sharing data is be-
coming a common practice, some 
Internet sites are selling images in 
high resolution for industrial pur-
poses such as design, publication or 
entertainment. 

50 years after the death of the 
creator, copyrights apply differently. 
In terms of Buddhist cultural prop-
erty, it would be appropriate to consider the rights of the preserver rather than 
that of the creator, to be vigilant for unreasonable attitudes intending to dam-
age the religious dignity of Buddhism and those who mislead the public about 
traditional culture. 

This is an example of how an existence of Jireumsin (the god of shopping) 
which used to be a good joke can contribute to the distortion of Buddhist cul-
ture.

The image of ‘Bodhisattva Jireum’, which was derived from Jireumsin (the 
god of shopping), initially appeared as an item on MSN Messenger 7 in 2005, 
and caricatured Ksitigarbha (Bodhisattva Jijang in Korean) by putting a credit 

Figure 12   Video of Pudo Field at Songgwangsa temple 
on a Web Site

Figure 13 A Web site selling Buddhist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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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 on his crystal ball. According to an Internet newspaper at that time, this 
was used as content for humour, and inspired by a Korean slang word ‘jijreuja!’ 
which means “buy it, when you can afford it!” The article on the newspaper 
said it was looking forward to having more fun using MSN messenger. 

Jireumsin, even as a slang word became a very popular word in Korea, and 
Bodhisattva Jireum is one of the most commonly used images of Jireumsin. It 
seems that Bodhisattva Jireum was inspired as they both start with a word ‘ji’ 
in Korean. However, degenerating Bodhisattva Ksitigarbha’s image of love and 
reverence by transforming his image that destroys humanity with vanity and 
overspending is a serious problem. It shows that, according to the intention of 
the developer, the original character of the image can be omitted and degener-
ated. Recently, many versions of Jireumsin are available, and Figure 15 above 
is an example. The problem with Figure 15 is that the image was degenerated 
although copyrights of the image still exist. Many Buddhist cultural properties 
are not subject to copyright as most of their creators passed away more than 50 
years ago. However, the preconception that all Buddhist cultural properties are 
very old aggravates the infringement of copyrights of modern Buddhist art.       

The Buddhist culture is difficult to be protected by law as it is a collection 
of heritage or remains which is typically over 50 years old. Therefore, the only 
possible domain that can be actively produced is presentation-based intan-
gible heritage which enables them to protect their culture. It is possible that 
if the Buddhist community takes action, the minimum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an be granted as the subject of digital contents since processed data can 
be protected by law.

Figure 14   Bodhisattva Jireum 
                    (Bodhisattva of shopping)

Figure 15   Example: parody artist 
                     Manbong's painting of Bodhisattva Jir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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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Conclusion

A problem occurred in the process of digitalisation of the Buddhist culture 
due to the concept of the public domain which leads to the expira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owever, Buddhist culture as a public domain 
has an ambivalent value as it can be beneficial to the public and the Buddhist 
community for missionary work, however, at the same time, there is a danger 
that it could be used as a tool to belittle Buddhism or infringe the privacy of 
Buddhists. Therefore, today, the Buddhist community has a dilemma between 
being open and closed off, whether to provide property of temples to society 
as a public domain or to regulate access to it for the protection of the property.  

In this regard, recently the Buddhist community announced the legitimat-
ing of ‘The Act (Doctrine) of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Buddhist Culture’ as a movement for the reinforcement of their rights on Bud-
dhist cultural property, and it was quoted in a newspaper as following:

According to the Act of the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Buddhist 

Culture, heads of the Buddhist organisations such as the chief monk of temples 

where saintly relics are placed for the responsibl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are held, the head of the organisations, as a manager of 

intellectual property, should acquire prior consent from the Order and make a 

contract in the form of a recommendation whenever he or she gives permission to 

outsiders for photographs, interviews, production and broadcasting of sound or 

image as well as transmission or storage of them. 

Even when a Buddhist organisation produces moving images, TV programmes, 

cartoons, animations or PC games themselves, the head monk of the organisation is 

obliged to make a contract and report to the Order immediately. Furthermore, when 

the intellectual properties are lost or damaged due to a deliberate action or gross 

negligence, the head monk would be subject to penalties from suspension for over 

five years to expulsion.11)       

In this doctrine of the Ord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 Buddhist 
culture’ refers to contents of photographs or movies of Buddhist cultural herit-
age elements such as statues, architectures, pagodas and crafts; and entire legal 

11_   Preliminary Announcement on the Legislation of the “Act of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Buddhist culture”. Beopbo, The weekly Newspaper. Jogye Order, 7 Oct.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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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s such as intellectual properties regarding copyrights, patent rights, and 
trade secrets which are related to expressions of intangible Buddhist culture.12) 
This new doctrine tends to reflect the change in the policy of the Order that de-
veloping Buddhist contents in the Jogye Order should strictly follow the regula-
tion and the minimisation of the legal autonomy of an individual temple.    

Due to the individualistic nature of Buddhism, certain temples or monks 
in the Order may take a more passive attitude toward providing information 
for protection of their properties. However, in this digital age, in which vari-
ous forms of communications are available on digital TV and the Internet, if 
the Buddhist community decides to be passive and protective, it can lead to 
the fossilisation of the Buddhist culture. To meet the needs of the time, the 
Buddhist community should actively archive their digital contents and secur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and utilise them in the cultural economy such 
as OSMU (One Source Multiuse). It is important to ensure accurate and un-
distorted information about the nature of the religion, heritage and remains so 
that users can easily gain access to information and reproduce it in order to re-
settle Buddhism as a Korean traditional culture.   

The Buddhist culture should be researched and utilised in depth as a 
resource of myths, religions and ceremonies which are characters of the 
Korean culture in the era of digital cultural contents. However, it is also im-
portant to reflect on whether the developers and managers have neglected the 
rights of the Buddhist community under the pretext of the public domain. On 
the other hand, the Buddhist community should reconsider whether they have 
claimed their rights as a present owner of the heritage and try to be the subject 
of the production to maintain their dignity. In the cold-hearted world of the 
Internet, I expect the Buddhist community to show us a different attitude as 
seen in a Buddhist sutra “Form is empty”.

12_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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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n expert meeting titled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ends and Challenges’ was held at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on 21 October 2010. Experts and observers 
from the field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ntellectual property 
participated in the meeting and sought for ways to safeguar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rough the promo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Mr Tae Yong Choi, Planning Director,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and Professor Dawnhee Yim, Chair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encouraged the participants and hoped for a successful meeting in their 
opening and welcoming remarks. Then in his keynote speech, Dr Seong-Yong 
Park, Executive Director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re for Asia 
and the Pacific (ICHCAP) proposed major issues of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ntellectual property. 

Firstly, there needs to be an examination on whe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safeguar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an be developed within a 
comprehensive concept such as traditional cultural resources that have been 
discussed at the international level. As the revision of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a new adoption of the sui generis system is required and more 
proactive policies need to be set up. In particular, it is desirable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active measures of safeguarding intangible 

Summary of Discussion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ends and Challenges

Seoul, 21 October 2010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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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heritage and furthermore, practical measures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arise in the process of identification, research and 
document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hould be urgently established. 
At the same time, in-depth discussions on the guidelines or legal regulations 
to protect holders’ rights which are violated by individuals or mass media are 
required. 

The meeting was conducted in three sessions: current discussions on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ntellectual property were 
discussed in the first session, their issues and tasks were dealt with in the 
second session and the issues of information technology was addressed in the 
third session. 

»Session 1
Discourse and Trend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Field of Safeguarding ICH at Local and International Levels

Session 1 was chaired by Professor Dawnhee Yim. Panelists included Professor 
Byung Il Kim, Hanyang University Law School and Mr Yong Gu Kim, 
Deputy Direct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ivisio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discuss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ends 
regarding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ntellectual 
property. 

Legal Protec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at has been passed on through generations 
possess traditional qualities as well as modernity acquired through continuous 
recreation. This is why the improved par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elong to the ‘private domain’ while mos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elongs 
to the ‘public domain’. In order to protect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ch belongs to both public and private domains, under intellectual property 
laws, Professor Byung Il Kim pointed out that the following issues should 
be settled: First, there is no characteristic of who the right holder is to grant 
them rights; second, the beneficiaries whom to share the benefits are unclear; 
and third, rules to prevent misuse and distortion of heritage elements are 
necessary. Pointing out that these three aspects made it difficult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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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 move toward ‘Protection’, he 
argued that these issues had to be discussed in detail for the legal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spects for the Protection of TCEs by the Global Society 
Mr Yong Gu Kim asked for a long-term outlook on whether the international 
discussion on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TCEs) led 
by WIPO will result in the establishment of a sui generis protection system or 
take place within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law. Predicting that the role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could expand if a sui generis 
system were to be established, he asked what role policies could play for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 this, Mr Ki Seok Oh, Research Fellow at Korea Copyright Commission, 
clarified that the WIPO Intergovernmental Committee is taking swift 
action to establish a sui generis protection system mainly for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protection of TCEs which, to a certain extent, seems to 
have already moved on from the existing schem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nsequently, he expects that international trend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TCEs are aimed toward a new instrument that breaks away 
from the framework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it will result in a non-
compulsory model law that encourages its admission into a national law. 

In relation to this, in his keynote speech, Dr Seong-Yong Park, Executive 
Director of ICHCAP, pointed out that the inherent limitation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need to be overcome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ere revisions or supplementations of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ystem or the introduction of the sui 
generis system will be required in the near future, active preparations should 
be organised in advance at the national level. 

Conceptual Discussion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and Traditional Knowledge 
Professor Byung Il Kim interpret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a very wide 
concept that comprises ‘traditional knowledge in a narrow sense’ which is 
related to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in a broad sense’ which is 
represented by the expressions of folklore. However, pointing out that the concept 
of traditional knowledge (TK) stipulated by international conventions overlaps 
with that of folklore 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e called attention to the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such conventions were implemente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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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Mr Yong Gu Kim questioned whether it would be possible to 
underst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a concept that comprises TK and 
TCEs. He pointed out that if TK means the essence of knowledge, TCEs can 
be seen as its outcome and a dualistic policy that connects each element of TK 
and TCEs to patent right and copyright is expected to be established. Noting 
that the relationships betwee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K and TCEs 
should be set up in order to establish an integrated policy, Kim asked for the 
presenter’s opinion on this subject. 

To this, Dr Dae Seung Yang,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proposed that it is advisable to understand these three 
concepts as different forms. For example, the provision on ‘production’ was 
deleted in the Model Provisions of 1982 as a result of discussions and this 
change appears to have taken place becaus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are regarded as a concept rather than an object. 

Discussions on New Intellectual Property,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and 
Traditional Knowledge
The relationships among traditional knowledg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and new intellectual property were discussed during the session. 

New intellectual property is a concept where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has been expanded with the development of economy, society, 
culture as well as science and technology and it is mainly represented in 
different types of scientific technology, trademark and design. On the other 
hand, TK and TCEs have been introduced by developing countries so that 
they can protect their traditional and indigenous culture defensively based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r Yong Gu Kim raised a question on whether 
it was adequate to settle TK or TCEs, both of which are different lineage 
and starting point of discussion, within the framework of new intellectual 
property. 

To this, Mr Yong Ik Jeong, Head of Intellectual Property Division, Prime 
Minister’s Office, pointed out that since the starting points of discussion of 
new intellectual property and TK/TCEs are different, it is problematic to even 
discuss whether they can be integrated or not at this point. He continued that 
such discussion ultimately results in who will take a social responsibility and 
it is the matter of what our society and government will decide based on a 
unanimous opinion. For this, he stated that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the departments and related institutes that have interests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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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2
Issues and Task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Safeguarding of ICH  

Session 2 was chaired by Professor Chul-Nam Le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Practical problems and current task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ere 
raised and examples of the US, Australia and India were introduced. Also, 
the issu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aised in the inscription process of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was discussed in Indonesia as an example and 
was followed by a paper on the definition of communities and their role, an 
actual object of protection under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Below are panel 
discussions by Mr Hyung-Jin Kim Esq., Attorney at Law, J&S Law Firm and 
Mr Weonmo Park, Chief of Information & Research Division, ICHCAP, on 
the presentations were made in this sess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ICH and a Database Plan
In her presentation, Professor Soyoung Yook,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proposed establishing the database as an alternative to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der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other words, the original form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maintained 
with the established data, the protection of newly added creations are also 
recognised under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the profits gained by the 
latter are shared with holders who are recorded in the data. 

However, Mr Hyung-Jin Kim pointed out that the proposed alternative is 
likely to clash with the copyright laws related to digital contents and the legal 
rights which aris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database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lso, as returning some of the profits to holders can be met 
with resistance, a system that secures partial profits needs to be established. 
Professor Yook responded that though benefit-sharing is controversial in 
its scope and method, benefits will be shared in one way or another if the 
government accepted benefit-sharing as a policy and this opinion is an idea 
that can be proposed as a method on this subject. 

Meanwhile, Mr Weonmo Park asked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the 
existing inventory-making method as a way to safeguar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e establishment of databases on traditional knowledge in order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urthermore, he asked for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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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a legal perspective whether the results of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arried out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through ‘designation’, can be considered in connection with the 
methods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posed by the presenter. 
Professor Yook responded that the linkage between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the library system is certainly possible if the system which utilises an 
inventory as a preceding material when registering patent rights or copyrights 
is institutionalised. 

Roles and Tasks of Communitie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 opinion was raised that in order for communities to be recognised as 
holders of rights, the scope of the communities needs to be defined clearly;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nceptualise communities. Mr Hyung-Jin Kim 
pointed out that it is difficult to grant the ownership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f the definition of communities is not clarified. He continued that the 
political, biological and anthropological definition of a community should 
be further discussed. In this regards, Mr Pilho Park Esq. replied stating that 
“though it is not easy to objectify a community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re is an alternative to set the group of people who filed the lawsuit as a 
community”. 

Mr Weonmo Park asked whether it is possible for holders or groups 
recognised by the state under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to possess 
legal personality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cognition of holders and 
groups of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Korea and the bestowal of 
legal personality to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as suggested by Mr 
Pilho Park is taken into consideration. To this, Mr Park answered that though 
legal personality cannot be bestowed in principle, it can be made possible 
through ex post facto judgment. 

Inscription on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oting that confirmation of the original form of the heritage should take 
place first in order to preserve and safeguar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r Hyung-Jin Kim asked how the prototype for protection is decided whe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s been transmitted in diverse forms. 

Before addressing Kim’s question, Mr Gaura Mancacaritadipura, 2nd 
Secretary at the Indonesian National Kris Secretariat, quoted a UNESCO legal 
advisor’s comment: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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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Heritage is not about ownership, but an issue of protec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pyright and industrial design laws which should 
not be considered in the same context as the inscription on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Related to standardisation, Mr Gaura Mancacaritadipura 
responded by pointing out, though the standardisation of the list has not been 
discussed by the Indonesian government, they are verified by a number of 
experts before the nomination of their heritage on the list. He also emphasised 
that inventory-making is not the completion of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ut the beginning. 

Mr Weonmo Park reminded the participants of the decision taken by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that not enough approval was obtained 
from communities in the process of applying for inscription on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and asked for specific examples regarding how Indonesia 
obtained consent from communities for inscription on the List. 

Mr Mancacaritadipura answered that it is impossible to receive consent 
from all of the members of communities and the Indonesian government 
tried to obtain reasonable samples from diverse members of communities. 
He also added that when communities opposed inscription on the List, the 
government tried to persuade and help them understand through dialogue. 
He expressed the main point of his response by quoting the English proverb 
“You can’t please everyone all of the time.” 

»Session 3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Dissemination of 
ICH Information

Session 3 was chaired by Professor Soyoung Yook,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Legal issues that may arise from the documentation 
and archiv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ere raised in this session. 
Professor Jong Ho Choi, Department of Cultural Properties Management,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and Professor Dong Hwan 
Yoo, Graduate School of Creative Industry, Andong National University, took 
part as pane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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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tection of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nd non-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Stating that he greatly agreed with Professor Chul Nam Lee on the legal issues 
that may arise from the documentation and archiv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at is, future tasks concerning the subject matter of protection (object 
of rights), beneficiaries (subject of rights) and methods of protection (substance 
of rights), Professor Jong Ho Choi asked two questions on the legal protection 
of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nd non-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in Korea. 

First, in the case of ‘Pocheon Makgeolli’ , a typical case of non-designated 
cultural property, the trademark ‘Pocheon Makgeolli’ can no longer be 
used when it is exported to Japan because a Japanese company has already 
registered the trademark. In relation to this, Professor Choi asked for an 
interpretation on this case from a legal point of view. Second, he suggested 
that if WIPO is focused on ownership, the Korean government, which has an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older system, should focus on moral 
rights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 response on this was observed at the 
general discussion session.

Archiv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ointing out that the digital archive project of national knowledge and 
information that began in 1997 has been facing difficulties since roughly 
2003, due to widespread awareness of copyright, Professor Dong Hwan Yoo 
analysed main causes which are as follows: first, copyrights of the archives 
established in the initial stage are unclear; second, if the archives are set under 
copyright, the registration costs surpasses development costs; and third, a legal 
system is not catching up with the speed of archives that are being established 
at a mass scale.  

Professor Chul Nam Lee advised that the relationship on legal rights must 
be dealt with clearly before establishing archives in order to solve the above-
mentioned problems. He recommended Wikipedia and Open Source as good 
examples of this case and added that disputes over rights do not take place 
regarding these sites because they include the license phrase which specifies 
the relationships of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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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of Traditional Knowledge Databases and Related Rights 
Professor Dong Hwan Yoo reminded the participants that a large part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relies on folk knowledge and asked about the 
problems that may occur when the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establishes a database on folk medicine. 

To this, Dr Kwang Kuk Goh,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answered that although the establishment of databases in 
the traditional Korean medical encyclopedia, Dongui bogam, which belong 
to the public domain or the traditional knowledge that has received prior 
consent from a creator is not a problem, the documentation of what belongs 
to the private domain such as secret medical knowledge should be carried out 
with the incentive system. At the same time, recording and examination of 
folk data would be easier and the rights of holders would be respected if the 
government policy provided support just as with the Living Human Treasures 
system.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ts Utilisation
Considering that we must accept the modifications which intangible elements 
go through during their creation, Professor Yoo argued that it wa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mechanism of preservation and application as a chain of 
values rather than focusing on preservation-oriented policies. Related to this, 
he asked Professor Eun Jeong Cho to explain her strategy of harmony between 
the ‘preservation’ and ‘utilisation’ of Buddhist cultural heritage in connection 
with the process of informatisation and digital contents. 

With regard to this, Professor Cho pointed out fundamental causes 
instead of providing a direct answer. She responded that disapproval from 
the Buddhist community regarding new creations and abstract expressions 
of Buddhism comes from their past experience when religious dignity was 
damaged and she could not but agree with their position to seek preservation 
because the original form that has been modified once has an irreversible 
characteristic. At the same time, she pointed out that the Buddhist community 
cannot but maintain a dual position on tradition because today’s ethical 
standard of the preservation and utilis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varies and is not established prop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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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Discussion
Promotion of IC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general discussion was chaired by Dr Seong Yong Park, Executive 
Director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re for Asia and the Pacific. 
Dr Park pointed out that the international discussion has been led by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so far and participation by the 
Republic of Korea in these discussions was limited. However, he predicted that 
Korea, an active participant in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ill be able to take the initiative in international discussions abou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is field and preside over general discussions on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e promo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larification of Concepts and Terminologies Concern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ICH 
Participants stressed the importance of the clarification of concepts in order 
to legally protec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en deciding who are the 
object and subject of rights, a specific definition helps to decide what to 
include and what not to include. In light of this, Dr Dae Seung Yang argued 
that the clarification of the concept of folklore, scope of community, and 
representation is needed. 

Professor Jong Ho Choi said that the clarification of various definitions 
related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hould be promoted. Professor Choi 
expressed his expectation to the participants that it will be possible to produce 
a more efficient classification based on today’s intensive discussion. 

Professor Cho asked a question regarding how to conceptualis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he said that apart from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international defini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term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eeds to be defined within the context of the people's life. 
In addition, she emphasised that the awareness rais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much needed in society. 

Mr Weonmo Park from ICHCAP pointed out that there is a problem 
with the defini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eing used in Korea. 
He mentioned that the Korean defini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mainly directed towards arts and crafts and does not include other domain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at are defined in the 2003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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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more, the term ‘community’ is also interpreted narrowly. Therefore, 
when inscribing an element to the UNESCO's Lists, such limited definitions 
of ‘community’ should include holders and preservation communities.

In addition, the debate on the definition of ‘communities’ was the major 
point of issue in the general discussion. Dr Dae Seung Yang argued that 
the discussion on ‘communities’ is closely related to issues of geographical 
indic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registration of a legal body. He provided 
an example of certain people in communities being excluded during the 
process of nomination of an ICH element onto a UNESCO List. In this case, 
the question of what will happen to other groups or communities arises.   

Accordingly, Dr Seong-Yong Park emphasised that although various terms 
related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ve very much been clarified under the 
2003 Convention, thorough research on the definitions should be conducted 
at the national level. 

Safeguard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t the 
International Level
Mr Gaura Mancacaritadipuara made a comment that the 2003 Convention 
does not directly regulate intellectual property of ICH, but respects it. 
However, he said since ICH is not yet sufficiently covered by intellectual 
property regulations, WIPO and States Parties need to further their efforts in 
this area. 

Promotion of Domestic Discussion
Mr Ki Seok Oh argued that the discussion about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led by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will settle into shape sooner or later, he also underlined studies on the 
scope and beneficiaries of TCEs and cases of distortions and illegal use must 
be carried out. To be more specific, the beneficiari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are represented by communities 
and indigenous people respectively, an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needs to be established for the sake of protect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le pointing out the different scope 
of benefits. Meanwhile, he expressed his concern over the necessity of 
differentiating the methods of building archives depending on whether the 
purpose thereof is protection or utilisation of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Professor Yook stressed a point that there is a gap between the actual 
law that protect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e people's expect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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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 Professor Yook recalled that there have not been any joint projects 
done by researchers in the field of ICH and law together. Therefore, it would 
be more beneficial to encourage activities for experts to exchange ideas 
between these fields to establish a relevant law.

National Policies to Protec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r Yong Gu Kim said that,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new intellectual 
property is discussed in Korea and the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was introduced at the National Assembl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CHA) must take part in this discourse more actively. 
To this end, he said that its next task will be to build a database based on  
‘Korea’s Online Complete Enumeration Survey of Intangible Culture Heritage’, 
Mr Kim also mentioned that the CHA should prepare for the anticipated 
issues concern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e.g. the issue of granting rights to holders and the issue related 
to patents) 

Professor Chul Nam Lee cited Pocheon Makgeolli (rice wine) and Gyodong 
Beopju (liquor) as examples, and presented active and passive measures of 
protec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other words, passive protection 
measures refer to building the database for defensive protection. He argued 
that, in order to passively protect Pocheon Makgeolli, we must prevent Japan 
from pirating it and the government must make efforts to this end. Also, 
Professor Lee suggested that the CHA could share the list of the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ith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n order to protect the holder's right of Gyeongju Gyodong Beopju. In this 
case, we will be able to prevent registration of duplicated patents. Active 
protection measures refer to granting rights to holders and Gyodong Beopju 
is a representative example. That is, only holders of Gyeongju Gyodong Beopju 
applied for the ‘Gyeongju Gyodong Beopju’ brand, we can apply for patents 
to grant exclusive rights to holders.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policies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which operate the holder transmission 
programme to safeguard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re different tha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ystem which acknowledges the individual subject 
of rights, however, he pointed out that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needs to contemplate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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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to Move Beyond the Pre-existing Paradigm
On the other hand, Mr Pilho Park argued that one should move beyond the 
existing paradigm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which hold the prerequisite of 
originality. In Australia and France, such a movement is already prominent. 
He also suggested that a model law should be established first and be followed 
by further discussion. Professor Choi, while agreeing with Dr Park’s opinion 
recommended that ICHCAP spearhead the movement to develop a model law. 

Closing Ceremony

Dr Seong-Yong Park, in his closing remarks said that comprehensive and 
multilateral efforts should be pursued in order to protect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us, both private and public bodies 
should endeavour to safeguar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 move forward. 
The movement should not be limited to the pre-existing framework. He 
further implied that Asia and the Pacific are gifted with diverse civilisations 
and exchanges of culture, and we should put forth efforts to seek more 
appropriate measures to safeguard this heritage.  

Lastly, Dr Park emphasised the need to draw a social consensus, establish 
a model law, and promote cooperation between experts in relation to this 
issue. Furthermore, since communities are the core stakeholder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e should consider communities more carefully while 
discussing traditional knowledge and traditional expressions.

Dr Park stated that ICHCAP will continue to make efforts to safeguar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promot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f 
ICH by implementing various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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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인류의 사회문화적 발전 양식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세대를 거쳐 전승되어 온 

무형문화유산은 오늘날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현대화, 산

업화, 세계화로 인해 우리의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한편으로, 문화산업의 발전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무형문화유산의 남용과 

전승자의 권익 침해의 문제가 우려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네스코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를 중심으로 무형문화유산의 

법적 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공유 재

산으로 인식되어온 무형문화유산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데 난점이 있을 뿐만 아

니라,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국제적 합의를 이루

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우리의 무형문화유산의 무분별한 상업적 남용으

로 인해 그 가치가 훼손되고 공동체의 권익 침해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해

결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의 혜안점을 찾기 위해 아태무형유산센터는 지난 10월, 무형문화유산

과 법률 분야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 - 

동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동 회의에서는 무형문화

유산의 법적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었으며 건설적인 방안들이 제시되

었는데,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내용들을 책자에 담았습니다. 



특히 회의에서 다루어졌던 무형문화유산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 동

향,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법적 개념 간의 차이, 공동체 권리 부여 문제, 무형문

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관련 지적재산권 문제 등과 같은 폭넓은 현안에 대

해 향후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의미

에서 이 책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로써 창립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센터가 이 책

자를 발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본 회의에서 개회사를 맡아주신 최태

용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기획이사님, 1부 좌장을 맡아주신 임돈희 동국대학교 석좌

교수님, 또한 협력기관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철남 교수님과 육소영 교수님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띤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참가자들께도 고

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아태무형유산센터 소장

박 성 용



발 간 사

기조발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지적재산권에 관한 주요 이슈

_ 박성용 아태무형유산센터 소장 

  

제 1 장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 - 국내외 동향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전통문화표현물에 관한 논의 및 전망 

_ 오기석 한국저작권위원회 선임연구원

신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논의와 전망

_ 정용익 국무총리실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지식기반팀장

무형문화유산의 개념과 특성 -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과의 비교적 관점에서

_ 양대승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제 2 장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 - 쟁점과 과제

무형문화유산 분야 지적재산권 보호의 문제와 당면 과제

_ 육소영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78 »

185 »

203 »

221 »

235 »

251 »

목   차 



무형문화유산 관련 지적재산권 보호와 공동체의 역할과 과제 

_ 박필호 뉴욕주 변호사

유네스코 목록 등재 관련 지적재산권 문제 - 인도네시아 사례

 _ 가우라 만차차리타디푸라 인도네시아 크리스사무국 차장 

제 3 장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 - 정보화 이슈

무형문화유산의 디지털 아카이브와 지적재산권

_ 이철남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적재산권의 보호 - 한의학DB사례

_ 고광국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불교문화 디지털 콘텐츠 구축과 지적재산권 보호 실태

_ 조은정 한남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겸임교수 

부록

토론 요약문

참가자 프로필

265 »

279 »

289 »

303 »

313 »

335 »

347 »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re for Asia and the Pacific



기조발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지적재산권에 관한 주요 이슈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ends and Challenges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 - 동향과 과제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85

무
형

문
화

유
산

의
 보

호
와

 지
적

재
산

권
에

 관
한

 주
요

 이
슈

 Ⅰ. 논의의 발단

형문화유산과 지적재산권의 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무형문화유산 분

야의 최신 국제 규약이라고 할 수 있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2003)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적극적

으로 취급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았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유일하게 3조 2항에서 “동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지적재

산권 또는 생물학적, 생태학적 자원 이용에 관한 다른 국제 조약에 가입한 회원

국이 이러한 국제 조약에 근거해 부여받은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1) 즉,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있어서 지적재

산권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하지만 협약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정의 및 범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미 지적재산권의 영역에서 지속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어온 것이 엄연한 사실이

다. 즉, 유네스코 및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등의 국제회의에서 무형문화유산 혹은 

1_   UNESCO,「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03, Article3, Paragraph2.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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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한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문제는 공동체의 

지속적인 발전과 정보 접근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져 왔다.

따라서 향후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으로서 지적재

산권 증진에 대한 논의 동향을 살피고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은 지금 이 시점에

서 매우 유의미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이러한 작업은 향후 설립될 유네스코 

아태무형문화유산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이하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주요 활동

을 전개함에 있어서 그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적 과제를 개발하는데 중요한 준거

를 마련해 줄 것이다.

우선 무형문화유산과 지적재산권과의 관계를 따지기에 앞서 먼저 지적재산

권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흔히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인간 정신으로부터 나오는 창작물에 

대한 보호 권리로서, 지적소유권이라고도 하며, 지적재산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

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이를 “문학·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

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2) 정의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중으로 하여금 

창작물에 대한 적법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3) 

물론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는 범위와 보호 장치의 존재 여부도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차이는 종종 국가 간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4) 

특히 오늘날과 같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정보가 전파되는 시대에는 누군가 오랫

동안 공들여 성취한 결과물이 손쉽게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

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 지적재산권 문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

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특히 정보와 네트워킹을 중점기능으로 하고 있는 아태무

형유산센터가 풀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번 회의가 

2_   Intellectual property, very broadly, means the legal rights which result from intellectual activity in the 

industrial, scientific, literary and artistic fields (WIPO, WIPO Intellectual Property Handbook: Policy, Law 

and Use, p.3).

3_   WIPO, 상게서 p.3.

4_   오윤석,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동향」, 『법학연구』 제 14권 제 1호, 충남대학교, 

2003, p.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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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의 지적재산권의 국내외적 이슈를 검토하고, 이를 위해 

향후 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Ⅱ. 유네스코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간의 논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에 관한 논의는 국제적으로 오랜 기간 논의

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전문가 혹은 이해 당사국 간의 의견 합의가 힘

들어 아직까지 이렇다할만 한 결과물을 도출해 내고 있지 못하다.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및 긴급보호목록 등으로 잘 알려진 유네스코 무형문

화유산보호협약이 채택까지의 배경에는 유네스코UNESCO와 세계지적재산권기

구WIPO 간의 민간전승표현물 보호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었다.

유네스코는 1971년에 ‘민간전승 보호를 위한 국제적 규범의 설립 가능성’이

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저작권의 적용 측면에서 민간

전승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란 현실적이지 못한 것으로 여겨졌다.5) 

유네스코는 1982년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와 공동으로 ‘불법 및 여타 편파적

인 조치를 방지하는 민간전승표현물 보호에 관한 국가법 모델 규정’을 마련하

고, 1984년에는 이 모델 법률에 기초한 국제규약 개발을 시도하였다.6) 그러나 국

제 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이러한 시도 역시 시기상조로 결국 국제적인 법적 규

범을 만드는 작업은 다시 실패로 끝났다. 

이후 유네스코는 1985년부터 세계지적재산권기구와의 지적재산권 논의를 

접어 둔 채 전적으로 국제적 접근만을 시도하였으며, 1989년에는 ‘전통문화 및 

민간전승 보호를 위한 권고안’이 채택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이후부터는 유네스코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서로 다

른 각자의 길을 걷게 된다. 유네스코는 ‘무형의 문화유산’이라는 개념을 발전시

켜 세계유산과 더불어 목록 작성의 방법을 채택하게 되었고 그 결과 2003년에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제 규범을 설립하게 되었다.

한편,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2001년부터 지적재산권과 유전자원, 전통지식 

5_   아이카와 노리코, 「무형문화유산협약 제정에 관한 역사적 개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뮤지엄 인터네셔

널』, 제221, 222호, 한국어판 특집호, 2004, p.83.

6_   상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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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민간전승에 관한 정부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공

동체 속에서 발전되어 온 전통지식의 체계와 예술적 표현물들을 지적재산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지적재산권 형태의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결국 유네스코는 유산 개념을 도입하여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라고 하는 국제

적 규범으로 방향을 선회하였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지적 재산의 공적 영역

으로서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표현물 제 6차 정부간위원회에서 민간전승물folkore

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의미에 대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공동체가 있어 정부간위원회 명칭 표현을 제외하고는 전통문화표현물7)에 대한 

논의를 아직까지 지속하고 있다.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 3조 2항은 “지적재산권 또는 생물학

적, 생태학적 자원의 이용과 관련하여 국제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의 권리 및 의

무에 영향을 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즉, 아직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서는 무형문

화유산보호협약이 관계하지 않겠다는 의도이다.

하지만, 유네스코의 이러한 조치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통해 법적 구속력

을 가하는 것이 아직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세계화 및 도시화의 과정에서 훼손 혹은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하루속히 보호하기 위해서 무형문화유산의 목록작성이라고 하

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 것이지 지적재산권을 통한 무형문화유산의 보

호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이미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국제적 규범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유

네스코 193개국 회원국 중 2010년 10월 현재 협약 가입국 수가 131개국이나 된

다. 2003년도에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채택되고 2006년에 발효된 이래 10년

이 되기 전에 유네스코 회원국 중 67%의 국가들이 협약에 가입을 하였으며 무형

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열띤 논의와 함께 긴급보호목록 및 대표목록 등재 작업이 

이미 시작되었다.

한편,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또한 지난 9년간 16회에 걸쳐서 유전자원, 전통지

7_   제 6차 정부간위원회에서 민간전승(folkore)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의미에 대하여 유보적 

입장을 취하는 공동체가 있어 정부간위원회 명칭 표현을 제외하고는 전통문화표현물(TCEs: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오기석, 「전통문화표현물 보호에 관한 국제 논의 동향」, 아태

무형유산센터, 『유네스코 카테고리2 기구 활동을 위한 전문가 회의 보고서 :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

권』, 2009,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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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및 민간전승과 지적재산권에 관한 정부간위원회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전통문화표현물 보호에 관한 국제적 규범 초안을 작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

적재산권과 전통문화표현물(민간전승)』에 관한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유포하기

도 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무형문화유산 기록화Documenting, 녹화Recording, 디지

털화Digitising에 관한 지적재산권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여러 조사 연구를 전

개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유네스코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일련의 노력들은 무형문화

유산 또는 전통문화표현물로 불리는 명칭은 다르지만 중첩되는, 경우에 따라서

는 동일한 대상에 대한 보호 활동이며 결국 상호간의 공조 내지는 협력이 필요

한 부분이다. 즉,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지적재산권을 통한 전통문화표현물에 

대한 보호 노력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무관하지 아니하며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에 있어서 그 중요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어야 할 영역이다.

 Ⅲ. 무형문화유산 보호 : 새로운 접근과 2003년 협약

1. 문화유산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금세기 들어 각국의 문화정책은 문화자원 활용과 문화자본 육성에 보다 역

점을 두고 있고, 이러한 정책적 기조에서 각 국가 고유의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이 크게 주목받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새로이 각광을 받고 있는 문화유산에 관한 기존의 개념은 사실상 인

류학에서 비롯된 일방적인 통념이 오랫동안 지배해 왔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

다. 이는 무형문화유산과 유형문화유산 간 양분화를 낳았는데, 즉 문화를 고급

문화high culture와 그렇지 않은 문화로 분리하여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의 유산은 

문명사회의 유산으로, 그리고 과거 아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유산을 원시

사회의 유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그것이다. 

또한 작품의 형식과 크기를 중시하는 모뉴멘탈리즘monumentalism은 유형문화

유산과 아태 지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발전한 무형문화

유산 사이에 서열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이분법적 접근은 2003년 유네스코 무

형문화유산보호협약 체제 이전의 문화유산 관련 국제규범에 영향을 끼쳤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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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그간 수립된 국제규범은 주로 유형 유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

나 국제규범에서 다루어진 문화유산의 개념은 점차적으로 확장되어 비물질non-

material문화유산 및 자연유산까지도 두루 포함하게 되었으며, 문화적 다양성을 

표현하는 문화 원천으로까지 의미가 발전하게 된다. 

지난 수십 년 간 문화유산의 개념 확장과 함께 보호 수단의 강화가 이뤄져 

왔으나,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채택과 2006년 동 협약 발효를 

통해, 오랜 과제였던 유·무형유산 간 보호 정책 상 불균형을 실질적으로 해소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문화다양성과 문화 간 대화를 지향하는 21세기의 문화

정책 패러다임의 중심축이 유형문화유산에서 무형문화유산으로의 전환기를 맞

이하고 있다.  

2. 무형문화유산 범주와 협약 운영상의 특징

2003년 제3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서른 번

째 가입국인 루마니아(2006년 4월 20일)가 협약에 가입하면서 채택된 지 3년 만

에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을 ‘관습, 표출, 표현, 지식 및 기술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 사물, 공예품 및 문화 공간 모두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

으며, 무형문화유산의 범주를 구전 전승 및 표현oral traditions and expressions, 공연 예

술performing arts, 사회적 관습·의례 및 축제social practices, rituals and festive events,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 전통 공

예기술traditional craftsmanship8) 이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인류 문화발전과 관련

된 거의 모든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의 ‘보호safeguarding’ 

활동으로서 확인identification, 기록documentation, 조사research, 보존preservation, 보호

protection, 증진enhancement, 전승transmission, 유산의 활성화revitalization 등 유산의 생명

력viability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열거하고 있다.9)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반영하고 있는 본 협약에서 강조하

고 있는 내용 중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약은 무형유

8_   UNESCO,「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03, Article2, Paragraph2.

9_   Ibid, Article 2, Paragrap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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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공동체와 집단, 개인에 의해 끊임없이 생산 및 전승된다는 사실을 인지하

고 이들 전승 주체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한다. 둘째, 지속가능한 발전 측면에

서 무형문화유산이 공동체의 삶에 이득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보호라는 미명

하에 공동체가 불필요하게 간섭받지 않아야 한다. 셋째, 무형문화유산의 범주는 

전통·역사·지방문화 이상을 의미하며, 또한 기·예능을 넘어서서 그것과 관

련된 공예품, 장소, 관습까지도 포함한다. 넷째, 협약 내에서 “기존 인권에 관한 

국제규약과 양립하는 무형문화유산만을 고려한다”고 밝힘으로써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 시 인권문제에도 함께 주목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본 협약은 기나긴 국제적 논의와 제안을 집대성한 포괄적인 국제규

범이라는 점과 더불어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형·무형문화유산 간 불균

형을 해소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 이외에도 몇 가지 특이점을 들 수 있다. 

즉, 1972년 협약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세계유산

목록 등재 기준으로 삼은 반면, 2003년 협약은 이에 대한 평가를 배제하고 공동

체와 연행자가 유산의 가치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더불

어 유산의 ‘진정성authenticity’ 아닌 ‘생명력viability’을 강조하였으며, 단순히 ‘유산목

록 등재listing’가 아닌 ‘모범사례Best Practice 보급’에 초점을 맞추어 보호 활동을 중

시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Ⅳ. 인류의 무형문화유산 - 그 다양한 가치價値 분석

문화유산 보호 활동의 논리적 근거에 있어서도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판단

의 문제가 핵심적인 위치에 선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상황과 관점에 따라 특정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상이 할 수 있지만, 어떤 방식이든 문화

적 산물에 의미를 탐구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활동은 시대를 막론하고 지속되어 

왔다.

문화유산의 특성상 그 이론과 실제에서는 공익이나 공공가치에 중심을 두는 

경향이 강하므로, 이번 발표에서는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개인의 이해관계나 

사익의 관점 보다는 공익적인 가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유산의 ‘가치’는 사

람들이 유산에 관심을 갖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데 동인motif을 제공한다. 아울

러, 공공의 이익은 유산 보호를 위한 법률 및 제도적, 정책적 및 재정 지원을 정



192

무
형

문
화

유
산

 보
호

와
 지

적
재

산
권

 -
 동

향
과

 과
제

당화시켜 주는 것이기도 하다.10) 

우선,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을 살펴보면, 법률상 문화재의 보호는 민족문

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

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

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11) 특히 무형문화유산의 경우 무형의 문

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확인12)하고 있다. 무

형유산과 관련해서 문화재보호법에서 열거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는 일

반의 이해가 용이할 것으로 사료되어 여기서는 부연 설명은 생략하고자 한다.

한편으로 국제사회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적 진화와 관련 국제규범의 

발전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이 지닌 다양한 가치에 대한 논의와 공감대가 형성되

어 왔다. 이번 발표의 키워드인 무형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 설

명이 필요하므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유산의 내재적 가치, 파생적 가치 그리고 

제도적 가치로 분류한 문화유산 가치 이론의 틀13)을 활용해 기존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 환경에서 주목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다양한 가치에 대한 분석

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내재적 가치는 해당 문화유산의 본질이나 특성 자체가 주는 가치로, 대체로 전문가

나 개인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역사적, 상징적, 미학적, 통합적 가치 등이 

이에 해당된다. 무형문화유산은 역사적 전통을 배경으로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전승

해 온 공동체의 독특한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특히, 인류가 미적 성취를 위해 

그동안 갈고 닦아온 무형의 기·예능은 그러한 노력의 산물인 것이다. 아울러, 유형문

화유산과 자연유산이 상호 밀접한 의존 관계에서 발전해 왔다는 점에서 그 통합적 가

치를 찾을 수 있다.

10_   Jelka Pirkobic, 「Institute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of Slovenia.」

11_   문화재보호법 제 2조 ①.

12_   문화재보호법 제 2조 ①의 2.

13_   Jelka Pirkovic의 발표문 「Definition of public interest as one of Faro requirements」에서 문화유산의 가치를 

내재적 가치, 파생적 가치, 제도적 가치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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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적 가치는 유산의 존재로부터 파생되는 이익이나 혜택에 해당하는 가치로 경

제적, 사회문화적, 교육 및 학술적, 환경적, 오락적 가치를 들 수 있다. 오늘날 무형문

화유산은 그 활용을 통해 관광 및 문화산업 전반에서 중요한 자원으로서 잠재적 경제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사회 문화적으로도, 무형문화유산은 사회적 연대감이나 

결속을 강화해 주며 정신적 세계나 종교적 가치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발전해 왔다. 

1989년 ‘전통문화 및 민간전승에 대한 권고안’14)에서도 전통문화가 다른 민족과 사회

계층을 하나로 묶고 그들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이자 인류의 보편적 유산

의 일부라고 강조한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의 역사적 발전 연구에 귀중한 학

술적 자원이 되며 각 사회의 역사성과 문화적 전통을 미래 세대에 교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제도·정책적 가치는 각 사회발전을 위한 과제해결에 있어서 유용한 제도 및 정책 

분야에서 유산이 가지는 가치를 의미하는데, 이는 민주적 가치, 문화다양성 및 창의성 

기여 가치, 발전 가치, 정체성과 지식 보급 가치15)를 들 수 있다.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서도 무형문화유산이 문화적 다양성의 원동력이자 지속가능한 개발의 보

장 수단으로 문화적 다양성 제고는 물론이고 인류의 창의성 진작에 기여16)한다고 밝히

고 있다. 아울러, 공동체와 집단에게 정체성과 지속성을 제공하며 공동체, 집단, 개인

의 상호 존중과 인권 존중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그 민주적 가치를 확인해 

주고 있다. 특히, 무형문화유산이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17) 

상기와 같이 문화 분야의 가치이론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이 가지는 내재적, 

파생적 그리고 제도·정책적 가치 분석에 따라 무형문화유산이 가지는 다양한 

양상의 잠재적 가치가 지대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 보호를 위

해서 각 국가의 제도 및 정책적 의지뿐만 아니라 해당 보유자와 공동체의 자생

력과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분야의 지적재산권 증진의 필

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14_   「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 15 November 1989.

15_   Council of Europe Framework Convention on the Value of Cultural Heritage for Society, Faro, 27.X.2005.

16_    「2003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전문내용.

17_   상기 협약 제 2조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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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상 지적재산권 논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규약으로는 가장 최근인 2003년에 채택

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대표적이다. 협약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무형문화유산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공동체·집단과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

화유산의 일부로 보는 관습·표상·표현·지식·기능 및 이와 관련한 도구·

물품·공예품 및 문화 공간을 말하며, 세대 간 전승되는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및 집단이 환경에 대응하고 자연 및 역사와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재

창조되고 이들이 정체성 및 계속성을 갖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18)  

무형문화유산은 정체되어 있지 않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공동체, 집단 때

로는 개인에 의해 끊임없이 재창조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과연 누구에게 속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무형문화유산

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체에 의해 전승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협약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형문화유산을 둘러싼 공동체와 집단(개

인 포함)이 그들의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보

호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은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는 인류의 자산이며,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승 주체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무형문화유산 분야

에서는 지적재산권과 직접 결부된 이들이 바로 이 전승 주체라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주체가 주로 공동체라는 사실은 기존의 지적재산권

을 그대로 적용시키기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무형문화유산 분야와 

각 지역적 상황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겠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목적은 무형문화

유산 보호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참여를 장려하는

데 있다. 이는 효과적인 보호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자발적인 전승을 보장하기 위

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미묘한 갈등이 존재하는 것 같다.

특히 밴들랜드는 협약과 지적재산권의 관계에서 무형문화유산 정보를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가 부재한다는 우려가 관련 자료들을 공적 영역의 것으로 만들 

18_   이 협약의 목적상, 기존 인권에 관한 국제규약과 공동체·집단·개인 간 상호 존중 및 지속가능한 개발

에 대한 요청과 양립하는 무형문화유산만이 고려될 수 있다(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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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조치들이 당사국의 의무사항19)으로 된 것은 무형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둘러싼 공동체의 이익

에는 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20)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공동체의 지적재산권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 것인가’하는 문제 역시 공동체의 지적재산권 보장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무형문화유산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정보에의 접근성21)을 보장하는 것

은 대중의 인식 제고와 직결된 문제이다. 물론 협약에서는 관례를 어긋나지 않

는 범위에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관

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무형문화유산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바탕이 될 때 

온전히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의 보호22)방안은 다양한 

방법으로 폭넓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이 산재해 있고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생성, 가공, 보급을 위한 인프라가 상대적

으로 취약하다는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아태 지역에 무형문화

유산 보호를 위한 정보와 네트워킹을 중점기능으로 하고 있는 센터를 설립함에 

있어서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가 서명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지역무형문화

유산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설립에 관한 협정문에는 센터의 목적과 기능을 담고 

있다. 이중에서 지적재산권과 관계가 있는 조항은 제 7조로 ‘센터는 무형문화유

산 보급을 위해 축적된 무형문화유산 정보와 데이터 활용, 기록 및 정보 자료의 

생산 및 출판, 기록 및 정보 자료에 포함된 무형유산 실행자 및 창작자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촉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_   무형문화유산을 위한 기록기관의 설립 및 이러한 기관의 이용 편의 제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

약 제 13조 4항 3호).

20_   밴트 밴트랜드, 「무형문화유산과 지적재산권 : 도전과 미래의 전망」, 『무형문화유산의 의미와 전망』, 유

네스코한국위원회, 2004, p.75.

21_   무형문화유산의 특정 면모에 대한 접근을 규율하는 관례를 존중하면서 이러한 유산에 대한 접근의 보장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 13조 4항 2호).

22_   ‘보호’라 함은 특히 무형문화유산의 감정·기록·연구·보존·보호·증진·고양·특히 공식적·비공식

적 교육을 통한 전수 및 이러한 유산의 다양한 면모의 활성화 등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을 보장하기 위

한 조치를 말한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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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에 관한 쟁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문제는 국

제적으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커다란 진전을 보이

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및 긴급보호목록 등

으로 잘 알려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채택까지의 배경에는 유네스

코UNESCO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간의 전통문화표현물 보호에 관한 지적

재산권 논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

한 활동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다.

현재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한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과 관련한 지적재산

권에 관한 논의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무형문화

유산 보호의 수단으로서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정보화 시대에 중요한 이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적으로도 신지식재산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유전자원을 

포함한 이들 새로운 개념들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아태 지역의 무형무화유산 보호 활동에 있어서 ‘정보 및 네트워킹’이라고 하

는 중점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아태무형유산센터로서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

적재산권’이라고 하는 주제는 중요한 전략 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한·유네스코 

협정에 따라 익년부터 유네스코 전문기관의 역할을 담당할 아태무형유산센터가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선도하고 국내적 관심

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하였다.

이번 전문가 회의를 준비하면서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의 문제를 

특히 다음과 같이 제기해 보았다. 

1)   현재 세계지적재산권기구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통지식 혹은 전통

문화표현물 등의 개념, 그리고 이를 근간으로 논의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신지식재산권에 관한 논의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개념 혹은 무형문화유산 

보호 조치에 대해 어떻게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가? 국내외적인 논의

를 바탕으로 지적재산권 논의에서 직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개념과 무형

문화유산의 범주와의 관계를 조명해서 이 분야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영역

을 정립하는 이론 개발과 추진 과제의 설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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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형문화유산을 아우를 수 있는 전통자원권Traditional Resources Rights23) 과 같

은 포괄적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국내 지적재산권법 체제의 내재적 한계

의 극복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어떠한 정책적 접근을 취할 것인가? 머지

않은 장래에 자의 또는 타의로 기존의 지적재산권 보호 체제의 수정 내지 

보완 또는 새로운 제도sui generis system의 도입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판단

되는데, 이를 대비해서 무형문화유산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관과 

전문가와 협력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정책 대안 수립이 모색되어

야 할 것이다.   

3)   무형문화유산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지적재산권 보

호 방안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작업

과 같은 적극적인 수단으로서 기존의 목록 작성에 대해 무형유산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수단으로서 

주목해야할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지적재산권 제도가 공적公

的이고 집단적集團的 권리 보다 사적私的이자 개인적個人的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세대를 걸쳐 공공의 유산으로 전승되는 무형유산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상당히 남아 있다.

4)   무형문화유산의 지정 조사 및 기록 작성과 관련한 지적재산권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무형의 문화유산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해당 종목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를 인식하기 위한 지정 조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속성상 끊임

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 변화의 추이를 이해하기 위한 기록 작성이 요구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정 조사 및 기록 작성의 과정에서 수많은 지

적재산권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물

들에 대한 공개 및 활용에 있어서도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5)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일부 개인들 혹은 방송 관련 기관의 무분별한 초상

권 침해와 무책임한 정보 공개에 따른 피해를 들 수 있다.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촬영 기자재의 취급이 쉬워지고 온라인을 통해 간단히 정보를 공개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일부 개인이나 매체의 활동이 무형문화유

산 관련 공동체, 집단 혹은 경우에 따라 개인의 사적 영역까지 침해하는 사

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법적 규

23_   Darrell A. Posey and Graham Dutfield, Beyond Intellectual Property: Toward Traditional Resource Rights 

for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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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이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해가 부족하여 그 피해를 막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번 발제에서 제기된 이슈와 함께 구체적으로 담지 못한 다양한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서도 오늘 발표와 토론 과정에서 두루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태무형유산센터는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연구사

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특히 유네스코 및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등과 협력하

여 무형문화유산 분야를 포괄하는 지적재산권 증진을 위한 국제 전문가 회의 개

최 등 주도적으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적재산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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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통문화표현물 보호의 의의

가 내 지역 공동체 및 토착민Indigenous people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문화

표현물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 of Folklore: TCEs/EoF 1)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콘텐츠의 원천이라는 의의를 지니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제적 

수준으로의 보호는 원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전통문화표현물이 다양한 형태로 재가공 되어 이용되는 경우가 점점 증가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수익이 창출되기도 하지만 전통문화표현물 자체가 태동한 

지역 공동체, 토착민 또는 이의 계승발전에 기여한 자에게는 적절한 혜택과 수

익이 돌아가고 있지 않고 있다.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에 있어서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전통문화표현물이 

이용됨에 있어서 왜곡, 변형, 수정되어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문화표현

1_   사실 단어들 간의 의미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고, WIPO GRTKF 제6차 IGC 회의에서 ‘Folklore’란 단어

가 지니고 있는 부정적 의미에 대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간위원회 제

목내의 표현을 제외하고는 전통문화표현물(TCEs;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로 변경하기로 합의하

였음에도, WIPO 정부간위원회 회의 중에는 전통문화표현물, 민간전승물의 표현물(EoF; Expression of 

Folklore), 민간전승물(Folklore) 등이 동일한 의미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국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전통문화표현물에 관한 논의 및 전망

오기석

한국저작권위원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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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본래 목적과 의미가 다르게 왜곡, 변형, 수정되어 이용되는 상황은 전통문

화표현물의 태동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표현물의 유지 

또는 발전을 방해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해당 전통문화표현물이 속해있는 국가

나 지역 공동체 및 토착민의 문화적, 사회적 독자성이나 정체성을 훼손하는 등 

사회적, 국제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야기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

고 전통문화표현물을 국제적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법제도적 장치

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점에 주목하여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많은 국가들이 전통문화의 유지·

발전에 가장 적합한 수단이 전통문화표현물에 대한 국제적 수준으로의 보호에 

있음을 알고,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에 대한 법적장치를 자국법 내에 이미 마련

했거나 마련하기 위해서 논의 중에 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세계 각국은 전

통문화표현물의 국제적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등을 통한 지속적

이고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2000년 10월에 총회를 열어 유전자원, 전통지식 그리고 민간

전승물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GRTKF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

해 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IGC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전통문화표현물의 국제적 보호에 대한 논의도 이 정부간위원회를 통해 2001

년 4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0년 10월 현재 제16차 회의가 진행되었고, 금

년 12월에 제17차 회의가 스위스 제네바 WIPO 본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Ⅱ. 전통문화표현물 보호의 연혁2) 

1.   문학과 예술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의 ‘미발행 저작물’의 

국제적 보호규정(1967)

베른협약의 개정을 위한 1967년 스톡홀름 외교 회의에서 국제적 단계에서의 

민간전승물folklore의 저작권 보호 도입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베른협약의 스톡홀

2_   Consolidated Analysis of the Legal Protection of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WIPO, 2003, pp. 21-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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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1967)과 파리(1971)의 제15조 4항3)에는 미발행저작물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게 되었다.  이러한 개정 회의의 의도에 따라 채택된 베른협약상의 위 규정은 전

통문화표현물의 보호를 승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당시 특별히 전통문화표현물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요

구가 있었기에 이에 대한 반응으로도 볼 수 있다.

2.튀니스 모델 법(Tunis Model Law, 1976)

튀니스 모델 법은 국내 민간전승물을 위한 특별한 보호를 제시하고 있다. 예

를 들면, 보호를 받기 위해서 유형물에 고정될 필요가 없는 작품들, 그리고 그것

들의 보호는 시간적 제한이 없이 이루진다는 것들이 주요 내용이다.

3.모델 규정(The Model Provisions, 1982)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유네스코UNESCO의 후원으로 ‘불법이용 및 기타 

침해 행위들로부터 민간전승표현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입)법을 위한 모델 

규정’이 1982년 채택되었다. 

문화유산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대변되는 민간전승표현물은 다양한 형태의 

불법이용 및 기타 침해 행위들이 발생하기 쉬우며, 보급 과정에서 국가의 문화유

산으로서의 취지와는 다른 부적절한 이용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민간전승표현물

의 상업적 남용 및 왜곡은 문화와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를 억제하

기 위한 민간전승물의 보호는 그것의 향후 개발, 유지 및 보급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 불가결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모델규정은 의의가 있

3_   베른협약 제15조 4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4) (a)   In the case of unpublished works where the identity of the author is unknown, but where there is 

every ground to presume that he is a national of a country of the Union, it shall be a matter for 

legislation in that country to designate the competent authority which shall represent the author and 

shall be entitled to protect and enforce his rights in the countries of the Union.

          (b)   Countries of the Union which make such designation under the terms of this provision shall notify the 

Director General by means of a written declaration giving full information concerning the authority 

thus designated. The Director General shall at once communicate this declaration to all other countries 

of the Union.



206

무
형

문
화

유
산

 보
호

와
 지

적
재

산
권

 -
 동

향
과

 과
제

다고 할 수 있다. 

모델 규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여러 국가들은 민간전승물의 보호를 위한 국

내 법 체계를 위한 기초로서 모델 규정을 이용하였다. 다수의 이러한 국가들은 

그들의 저작권법의 골격 안에 민간전승물의 보호 규정을 입법화 하였다.   

4. 국제 조약 제정을 위한 시도(1982 ~ 1985)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유네스코UNESCO는 그러한 제안에 따라서 합

동으로 지적재산에 의한 민간전승표현물의 국제적 보호에 대한 전문가 그룹을 

1984년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파리에서 개최하였다. 그러나 참여자의 대부분

이 국제적 수준으로 민간전승표현물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이용 가능한 충분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특히 모델 조항의 적용과 관련해서) 국제적 조약으로 성립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1985년 6월 파리에서 베른협약의 집행위원회와 세계저작권협약의 정부간위

원회 간의 합동 세션에서 전문가 그룹의 보고서를 검토하였고, 일반적으로 논점

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지만 민간전승표현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 조약은 아직 시

기상조라는 의견이 참여자들 대부분의 의견이었다.

5. WIPO 실연·음반조약의 채택(1996)

민화, 시가, 노래, 춤, 연극 등 민간전승물의 유사표현물들은 사실상 통상의 

실연의 형태 속에 살아있다. 그러므로 만약 실연자의 보호가 민간전승물의 표현

물의 실연자에게로 확장되면 그러한 민간전승물의 표현에 대한 실연 또한 그 보

호를 그대로 향유하게 된다.4) 

4_   1996년 12월 채택된 WIPO 실연·음반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이하 WPPT) 제2

조 실연자의 정의에 민간전승물의 표현을 실연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WPPT 제

2조 (a)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2

      Definitions

      (a) “performers” are actors, singers, musicians, dancers, and other persons who act, sing, deliver, declaim, 

play in, interpret, or otherwise perform literary or artistic works or expressions of folklor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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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WIPO-UNESCO 민간전승물 보호를 위한 세계 포럼(1997) 

1996년 외교회의의 권고에 따라 1997년 4월에 태국 푸껫에서 민간전승물 보

호를 위한 WIPO-UNESCO 세계포럼이 개최되어 민간전승물의 법적 보호를 위

한 새로운 국제적 기준의 필요, 민간전승물을 보유하고 있는 공동체와 민간전승

표현물 이용자 사이의 균형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주제들이 논의되었다. 

7. WIPO 사례 연구 작업(1998 ~ 1999)

WIPO에서는 1998년부터 1999년 동안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TK 보유자

들의 지적재산과 관련된 요구와 기대를 규명하기 위하여 실제 사례 연구 작업을 

진행했다. 

토착민과 지역 공동체, 비정부간 기구, 정부 대표, 학계, 연구가 그리고 사적 

단체 대표들은 그룹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작업에 자문을 해주었다. 전통지식TK

는 그 일부분으로서 전통문화표현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공예품과 그 밖의 유

형의 문화 표현물을 포함하고 있다. 이 작업으로 수집된 많은 정보들은 직간접

적으로 전통문화표현물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8.민간전승물 표현의 보호에 대한 WIPO-UNESCO 지역 자문(1999)

1997년 WIPO-UNESCO 민간전승물의 보호에 관한 세계 포럼에서 채택된 

행동 계획에 포함된 제안대로 WIPO와 UNESCO는 1999년에 민간전승물의 표현

에 대한 보호를 위한 4개 지역 자문단을 구성했다. 각각의 지역 자문단은 지적재

산권요구와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적절한 해결책과 권고안을 채택하였다. 또한 

민간전승물의 표현과 관련한 향후 작업에 대한 제안서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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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WIPO GRTKF에 관한 정부간위원회 설치(2000)

2000년 말 WIPO는 회원국들 간의 유전자원, 전통지식 그리고 민간전승물에 

대하여 의견교환을 목적으로 정부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정부간위원회에는 회

원국과 정부간 기구 그리고 비정부간 기구로 구성된 400명 이상의 대표들이 참

석하였다. 정부간위원회는 전통 문화의 보관자와 전통지식의 보유자의 우려 또

는 요구와 지적재산권 시스템 사이의 정책과 실제적인 연계 모두를 처리하는데 

많은 진전을 가져왔다.

Ⅲ. WIPO GRTKF에 관한 정부간위원회 주요 회의 내용 

     및 논의 동향5)

1. 제1차 회의(2001. 4.30 ~ 5. 3)

제1차 회의는 민간전승물의 보호에 대해 그룹별·국가별 입장을 공식 확인

함으로써 향후 관련 논의에 매우 유용한 기초적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프리카 그룹, 중남미 그룹을 포함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동 이슈들

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를 주장하면서 동 이슈에 대한 개도국 국민과 지역 상황

에 대한 계몽, 홍보, 교육 등과 같은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선진국 그룹은 동 이슈에 대한 논의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 기존의 지

식재산과 별도의 방식으로 보호하자는 개도국의 주장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

였다. 일부 선진국은 동 이슈가 과연 지적재산에 관한 이슈인지 먼저 확인이 필

요하다고 주장하고, 지적재산의 일종이라면 기존에 확립된 지적재산권 보호

에 관한 체재 속에서 보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적재산으로 볼 수 없다면 

WIPO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5_   제1차와 제2차 회의 내용은 특허청에서 발간한 논의 동향집을 참조하였고, 제3차, 제7차, 제8차, 제10차, 

제13차, 제15차 IGC회의 내용은 주요 회의 내용에 대해 정리한 문서와 WIPO 문서들을 참조하였다. 제4

차, 제6차, 제11차, 제12차, 제16차 IGC와 제1차 IWG 회의는 직접 참가하여 회의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제

5차, 제9차, 제14차 회의내용은 이번 문서에 포함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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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차 회의(2001. 12.10 ~ 12.14)

개도국 위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존의 지재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민간전승물의 법적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sui generis system의 창출

을 주장하면서 그 논의 과정에 토착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요구

하였다. 

그러나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그룹이 모두 회합한 개도국 그룹회의에서는 

개도국이 주장하는 새로운 제도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개도국 중 어느 

국가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향후 과제로 남겨놓았다.

3. 제3차 회의(2002. 6.13 ~ 6.21)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및 남미,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강하게 민간전승물의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고 민간전승물의 보호와 관련한 실제 사례, 모델규정 개

정, 국제적 보호시스템 마련과 관련된 작업과제에는 모두 찬성을 표시하는데 반

해,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호주 등은 작업과제들 중 실제 사례연구와 관련해

서는 찬성하지만, 모델 규정 개정과 국제적 보호시스템 마련과 관련해서는 시기

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의장은 각국의 민간전승물의 다양한 이용실태 등에 대한 새로운 경험적·분

석적·체계적 연구, 관습법과 지적재산권 시스템의 관계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 

기타 각국의 경험에 대한 연구를 사무국에 요청하였다.

4. 제4차 회의(2002. 12. 9 ~ 12.17)

민간전승표현물에 대한 법적보호를 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험에 대한 체계적

인 분석6)보고와 민간전승표현물의 법적보호를 위한 기술적지원에 대한 간략보

고7) 가 있었다.

6_ WIPO/GRTKF/IC/4/3

7_   WIPO/GRTKF/IC/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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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간전승 표현물에 관해 특별한 법적 보호시스템을 가진 국가 또는 지

역(뉴질랜드, 파나마, 나이지리아, 튀니지, 러시아, 태평양지역공동체 등)들의 

실제 사례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뉴질랜드 등 국가들은 발표를 통해 민간전승물의 무단이용 사례, 국내 보호

법 체계, 분쟁 조정 방법 등을 설명했다. 회원국들은 민간전승물을 이용한 상업

적 이익의 분배, 다수 국가들의 이해가 중첩되는 지역공동체에서의 이익 분배 

방법 등에 대한 질의가 많았으며, 대부분 명확한 체계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사전

허락이나 협상을 통해 분배가 이루어진다고 답변했다.

5. 제6차 회의(2004. 3.15 ~ 3.19)

민간전승물이란 용어는 ‘folklore’란 단어가 지니고 있는 부정적 의미에 대하

여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공동체가 다수 있기 때문에 정부간위원회 제목내의 

표현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이에 대한 표현을 전통문화표현물TCEs로 변경하는데 

합의하였다.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를 위한 정책, 법적 옵션8)들은 제5차 회의의 문서9)를 

토대로 하여 이제까지 제기되어진 문제점들이 기술되어 있으며, 전통문화표현

물 보호를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조치들과 보호의 핵심 정책 목적들을 분류해

놓은 것으로, 각국은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를 위한 정책, 법적 옵션들의 내용

에 대체적으로 동의하였다.

사무국에서는 위원회 명령사항인 국제적 보호 차원과 관련한 문서에 대한 

간단한 배경설명이 있었고,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적 법적 기구의 출현과 

발전을 포함한 국제적 보호 차원에 대한 내용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주로 전통

문화표현물TCEs에 대한 것 보다는 전통지식TK, 유전자원GR과 관련된 생물다양

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의 국제적 보호논의에 중점을 두어 이에 

대한 각국의 열띤 논쟁이 있었다. 여전히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국제적인 보호 

차원에 대한 기존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8_ WIPO/GRTKF/IC/6/3

9_   WIPO/GRTKF/IC/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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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보호범위에 대한 논의10)에 대해서 일부 국가들은 좀 더 시간을 두

고 고려해보자고 하기도 했지만 긍정적인 접근에 도달했으며 가치 있는 작업임

에 공감하며 계속해서 논의의 정도를 증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6. 제7차 회의(2004. 11. 1 ~ 11. 5)

전통문화표현물에 관한 보호방안 및 국제규범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지속 되었다. 즉, 사무국이 제시한 문건을 중심으로 일부 논

의의 진전은 있었으나, 국제규범 제정을 주장하는 개도국과 현 지식재산권 제도 

하에서 보호를 주장하는 선진국간의 입장차가 지속 되었다.

아프리카 그룹 및 비정부간 기구는 비교적 통일된 의견을 제시한 반면, 선진

국 그룹 및 아시안 그룹은 내부 합의를 구축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선진

국 그룹은 주요 의제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개별 이슈에 대하여는 각국

마다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7. 제8차 회의(2005. 6. 6 ~ 6.10)

이번 회의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 대립이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

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사무국이 제시한 문서를 중심으로 일부 논의의 

진전은 있었으나, 전통문화표현물 및 전통지식 관련 의제에서 실질적인 규정에 

대한 논의 여부를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의견 차이가 지속되었다. 

개도국들은 유전자원, 전통지식 그리고 민간전승물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GRTKF의 보호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에 대한 논

의가 진전되지 않음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였으며, 미국은 국제규범 제정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10_   WIPO/GRTKF/IC/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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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10차 회의(2006. 11. 30 ~ 12. 8)

일본, 미국, 캐나다, 스위스 등 선진국은 전통문화표현물 보호의 목적 및 원

칙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 후, 실질적 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주

장한 반면에 아프리카 그룹, 브라질, 인도, 이란 등은 전통문화표현물 보호를 위

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 규범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효율적인 논의 진행을 위해서 구체적인 쟁점사항을 목록화를 하자는 나이지

리아,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여, 차기 회의부터는 아래의 이

슈별 순서에 따라 논의를 진행하고, 이러한 토론은 기존 문서에 대한 각국의 기

존 입장을 보완하는 수준에 한정되어야 함을 합의하였다.

9. 제11차 회의(2007.7. 3 ~ 7.12)

회의는 전통문화표현물TCEs/EoF의 보호와 관련된 10가지 이슈에 대한 의견 

교환, 수정된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 목적과 원칙 초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TCEs/EoF와 관련된 10가지 이슈(정의, 보호의 대상, 범위, 수혜자 및 보호방

식, 예외와 제한, 보호기간, 구제방법 등)에 대해 순서대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 전통문화표현물TCEs/EoF 보호를 위한 10가지 이슈 >

①   보호되어야 하는 TCEs/EoF의 정의

②   보호 가능한 TCEs/EoF에 대한 권리자 및 수혜자

③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해 추구되어야할 대상(재산권, 인격권)

④   보호 가능한 TCEs/EoF과 관련하여 용인할 수 없거나 불법으로 고려될 행위의 형태

⑤   보호 가능한 TCEs/EoF의 권리에 대한 예외 또는 제한

⑥   권리의 보호기간

⑦   기존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한 추가적 보호

⑧   용인할 수 없거나 불법으로 고려될 행위에 적용되는 제재 또는 처벌

⑨   국제적과 국내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이슈 또는 국제규정과 국내규정 사이의 구분

⑩   외국 권리자 및 수혜자에 대한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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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도 전통문화표현물TCEs/EoF의 보호를 위한 10가지 이슈에 대

하여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각 회원국과 비정부간

기구들의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수준에 그쳐 보호 목적과 원칙 초안에 대한 실

질적 합의는 이끌어 내지 못하였다.

일본, 미국, 유럽공동체EC 등 선진국의 경우는 전통문화표현물 보호를 위한 

목적과 원칙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실질적인 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또한 예외와 제한, 구

제절차와 처벌규정, 보호기간 등의 논의는 보호대상, 목적과 원칙에 대한 실체

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부사항을 논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강

조하였다.

알제리를 포함한 아프리카 그룹의 경우는 선진국들이 논의의 진전을 지연시

키고 있음을 언급하며,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목적과 원칙 초안을 바탕으로 좀 

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실질적인 규정 및 법적 구속력 있

는 국제규범 형성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전통문

화표현물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지적재산 보호 메커니즘 보다는 독자적

이고 특별한 장치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10. 제12차 회의(2008. 2.25 ~ 2.29)

회의는 ‘사실추출Factual Extraction11)’ 중심으로 전통문화표현물TCEs/EoF의 보호

와 관련된 10가지 이슈(정의, 보호의 대상, 범위, 수혜자 및 보호방식, 예외와 제

한, 보호기간, 구제방법 등)별 각 회원국과 NGO들의 의견 개진으로 진행되었다.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회원국과 NGO들의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수준에 그쳤다.

미국, 일본 등은 TCEs/EoF의 정의(보호대상)에 대해 각 회원국들의 실체적

인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 밖의 이슈인 실질적인 규정(권리자 및 수혜자, 재

산권 또는 인격권, 예외와 제한, 구제절차와 처벌규정, 보호기간 등)에 대한 논

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나이지리아, 알제리 등 아프리카 그룹과 토착민 공동체를 대표하는 NGO

11_ WIPO/GRTKF/IC/12/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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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12차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각 회원국의 의견 개진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

다고 보며, 이제부터는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 형성을 위해 실질적인 규정

을 가지고 세부적인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브라질 대표의 제안에 따라 사무국에서는 차기 회의 자료로 차이분석gap 

analysis을 준비할 예정이다.

11. 제13차 회의(2008. 10.13 ~ 10.17)

전통문화표현물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도구 개발을 위해 협상을 진행해왔는

데 조약성립이 어렵다면 조약보다는 유연한 형태인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문서’를 만들 것인지 여부가 핵심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아프리카와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은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회의들이 선진국 

권리 보호에 치우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전통문화표현물을 보호하기 위한 논

의는 정의와 형평성 면에서 국제적으로 법적구속력을 가진 문서를 만들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유럽연합, 미국 등은 ‘법적구속력’, ‘문서’, ‘문자에 기반을 둔’ 등 개별용어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하면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였다.

또한, 여러 국가들이 전통문화표현물, 전통지식, 유전자원 등이 무엇인지, 

무엇을 보호해야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논의의 진전이 없음

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차이분석gap analysis이 작성되

었으나 별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12. 제15차 회의(2009. 12.7 ~ 12.11)

회기 간 실무그룹Intersessional Working Group: IWG 개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

나, 워킹그룹 구성방식 등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

여 차기 16차 정부간위원회IGC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선진국은 IWG가 회원국이 추천하는 모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

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개도국은 소수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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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인도 등은 문서 협상을 하루 빨리 개시하여 2011년 

총회에서 외교회의 개최 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유럽연합EU, 일

본, 호주 등은 전통지식TK, 전통문화표현물TCEs의 정의 명확화, 보호대상·기

간, 수혜자 등에 대한 세밀한 논의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13. 제16차 회의(2010. 5. 2 ~ 5. 7)

현재까지 전통문화표현물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입장을 보면 개도국들은 국

제규범이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 하고 보호수단에 있어서 기존 지재권 보호 체제

와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는 바,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별도 국제규범

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선진국 입장은 국제규범의 형태는 보다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호 대상 등 근본적인 요소에 대한 명확화 및 이해 제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16차 회의에서는 지난 제15차 IGC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회기 간 실무

그룹IWG 운영방식에 관해 첨예하게 대립된 이견12)에도 불구하고 회의 마지막 

날 타협을 이루어, 금년 7월에 제1차 IWG13)를 개최하는데 합의를 이뤘다. 

전통문화표현물 문안 협상은 제3조(보호범위)와 제4조(권리관리)에 대해 각

국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와 삭제를 반복하는 형태로 문안 수정을 진행하였다.

제3조는 전통문화표현물 보호에 있어서의 중심적 요소인 보호범위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며, 문화나 지식의 표현에 대한 보호방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 볼 수 있다. 

제4조는 전통문화표현물TCEs/EoF에 대한 이용승인을 어떻게 누구에게 해줘

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관련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권리의 이행을 

12_   아프리칸 그룹은 close-ended 방식을 제안하였고, 선진국 그룹은 모든 회원국이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투명성과 포괄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3_   IWG는 IGC 협상을 원활히 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기술적, 법적 권고의견을 IGC에 보고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각 회기간 IWG는 하나의 주제만을 다룬다. 또한 IWG는 open-ended 형식으로 진행되며, 

IWG 참가자는 각 회원국 당 한명의 전문가(technical expert)로 제한하며 승인된 옵서버(observer)의 참관

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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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관련 공동체가 그럴 능력이 없고, 직접 권리를 행사하

길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관련 공동체를 대신하여 

또는 요구가 있을 경우 ‘Agency’의 역할을 제안하고 있다.

14. 제1차 IWG (2010. 7.18 ~ 7.25)

WIPO 정부간위원회IGC 제16차 회의 결과 합의한 데로 회기 간 실무그룹IWG

는 정부간위원회 협상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기술적, 법적 권고의견을 

IGC에 보고함을 목적으로 각 회원국 당 한명의 전문가와 승인된 옵서버가 참석

하여 WIPO/GRTKF/IC/17/4 Prov. 문서를 기초로 해서 문안협상을 진행하였다.

TCEs 보호를 위한 개정된 초안의 조문 제목은 아래와 같다.

  

  - 목적과 원칙

  - 실체규정

     제1조 : 보호대상

     제2조 : 수혜자

     제3조 : 보호범위 

     제4조 : 권리관리

     제5조 : 제한과 예외

     제6조 : 보호기간

     제7조 : 형식 절차

     제8조 : 제재, 구제 그리고 권리집행

     제9조 : 경과조치

     제10조 : IP보호와 다른 형태의 보호, 보존 그리고 진흥과의 관계

     제11조 : 국제적 조치

목적과 원칙은 전통문화표현물 보호에 관한 실체적 규정의 근간이 되는 것

으로, 토착민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위한 보호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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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보호대상)는 전통문화표현물은 유형이거나 무형이거나 그 안에 전통

문화와 지식을 담고 있어야 하고, 대대로 전해 내려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전

통문화표현물에 대한 예시들을 전부 삭제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비공식 워킹

그룹에서 정리한 조문에는 의미상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용어로 합치고, 이로 

인해 불필요하게 된 예시들은 삭제되었다.

제2조(수혜자)는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를 위한 조치들은 토착민들과 지역

공동체, 문화적 공동체들, 또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고려되어져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제3조(보호범위)는 남용 및 오용행위에 대한 내용이나 사실상 보호범위를 말

하는 것으로 비공식 워킹그룹의 정리된 조문 안에서는 보호범위로 명명되었다. 

제4조(권리관리)는 전통문화표현물에 대한 이용승인을 누가 해줘야 하는가

에 대한 문제로서 적격의 권한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제5조(제한과 예외)는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를 위한 조치들은 관습법과 관

례에 의해 결정되는 토착민과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에 의한 전통적이고 관습적 

범위 내에서 전통문화표현물의 일반적인 이용, 전송, 교환 개발을 제한하지 않는

다는 내용으로서 저작권법상 예외조항들과 같이 다양한 예외들이 제시되었다.

제6조(보호기간)는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하는가 

아니면 무기한으로 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서 전통문화표현물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서 무기한으로 보호기간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

었다.

제7조(형식 절차)는 기존 조문(안)에는 등록 등 방식주의를 택하고 있었으나 

비공식 워킹그룹에서 정리한 문서에는 전통문화표현물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무방식주의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기도 했다.

제8조(제재, 구제 그리고 권리집행)는 형사적 제재, 민사적 구제와 집행에 대

한 내용으로 비공식 워킹그룹의 정리된 조문(안)에는 다른 법적 수단과의 일관

성, 더 규범적이지만 형사적 배상은 제한하고, 해당국가가 적절하다고 하는 형사

적 민사적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 가지 옵션을 제시하였다.

제9조(경과조치)는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에 대한 시점에 대한 문제로 제1조

에 부합하는 전통문화표현물이 효력을 발생하는 순간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제10조(IP보호와 다른 형태의 보호, 보존 그리고 진흥과의 관계)는 관련 국

제적 법적 수단의 보충적 보호를 강조하는 등 세 가지 옵션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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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국제적 조치)는 국제적 규정들에 영향을 주는 국내조치나 법 상 전통

문화표현물의 보호로부터 나오는 권리와 수익은 국제적인 의무와 약속에 의해 

정해진 국가의 자국민 또는 상시 거주자인 모든 적격의 수혜자에게 유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Ⅳ. 결 론

2001년 WIPO에서 제1차 정부간위원회IGC가 시작된 후 전통문화표현물TCEs

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9년 동안 총 17차(1차 IWG 포함) 회의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로 TCEs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목적과 원칙” 그리고 “실체규정”에 대한 초

안이 완성되었고 이에 대한 개정 논의를 하고 계속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상

황을 보면 GRTKF 보호 논의에 있어서 전통문화표현물TCEs은 전통지식TK이나 

유전자원GR의 보다 논의보다는 많은 진전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전통문화표현물TCEs의 국제적 수준으로서의 보호를 위한 WIPO 회

원국들의 합의된 결과와 이를 통한 새로운 국제적 규범을 만들어내는 데는 아직

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견해차

가 여러 부분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실체규정 초안 상에 있는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와 범위 그리고 주요 조문의 문구 구성이나 실체적 내용에 대한 합의도 완

전히 이루어지진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WIPO 논의의 전체적 분위기를 정리해보자면 두 가지 입장으로 대

변될 수 있겠다. 

첫째, 전통문화표현물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새로운 제도나 방법의 도입에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문화표현물을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려고 하는 국가들의 입장이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지적재산권법적 시스

템으로 해결하려 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그 보호 대상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 

둘째, 전통문화표현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토착민이나 지역 공동체들

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을 다 수 포함하고 있는 국가들의 입장이다. 이 경우에는 

지적재산권법적 접근방법을 포함한 현재의 제도적 장치로는 현존하는 전통문화

표현물을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하고 독자적인 보호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전통문화표현물의 경우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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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시스템으로 보호될 수 없는 영역이 많이 존재함으로 새로운 방법 및 수단

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입장에서는 우리가 보호해야만 하는 우리의 전통문화표현

물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조사와 우리의 전통문화표현물에 대한 왜곡 등 다양

한 형태의 불법이용 및 기타 침해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연구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이 선결되고 나면 이를 토대로 현재 WIPO 정부간위원회에서 논

의되고 있는 내용이 우리 전통문화표현물 보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고, WIPO 정부간위원회 회기 간 논

의에서도 우리 전통문화표현물 보호를 위해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 가 생각한다.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ends and Challenges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 - 동향과 과제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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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논의 배경

사적으로 지재권의 보호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등장하고 발전해 왔

다. 예컨대, 저작권의 경우 산업의 발전과 요구에 응하여 보호를 제공하

기 시작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종합적이며 포괄적인 체계로 발전하여 왔으며, 

그 이면에는 일반적으로 상호 독립적으로 생각되고 있는 기술의 진보와 밀접하

게 연관되어 있다. 최초 저작권법인 인쇄특권제도가 인쇄술의 발명에 기인하며, 

사진기의 발명과 사진저작물, 축음기와 음반저작물, 컴퓨터와 프로그램저작물

의 탄생 등의 관련성이 이를 확인해 주는 사례이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 주위에

서 흔히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일반적이다.

이러한 지재권의 발전양태에 더하여,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제도의 발전 

또한 시장경제의 변화와 이해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을 비롯

한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의 상대적 저하에 따른 위기감에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여 왔으며, 개도국

도 선진국의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움직임에 대응하여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

전승물 등 새로운 형태의 지적유산 및 자원에 대한 보호필요성 주장하여 신지식

역

신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논의와 전망

정용익

국무총리실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지식재산기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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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온 것이다. 한편으로는 기존에 경제

적 유용성이 인식되지 않던 영역들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전화

되고 이에 대한 경제체제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그를 가속화시켰다.

지금도 새로운 분야에서 지식재산권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미 

권리로서 확고히 자리잡은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배치설계도 이외에도 영업비

밀, 동식물신품종, 유전자조작기술 등도 머지 않아 국제무대에서 지식재산권으

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실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국제기구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최근의 신지식재산에 대

한 논의는 기존 지재권에 대한 논의가 속지주의라는 틀 속에서 벗어나 범세계적

인 지적재산권 보호 체계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써 심도있게 진행되고있다.

Ⅱ. 신지식재산 개관

1. 신지식재산의 정의

신지식재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경제적 가치를 지

니는 지적 창작물로서 법적 보호가 필요하지만 기존 지식재산권의 영역인 산업

재산권이나 저작권으로는 보호하기가 적당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새로운 지식

재산”으로 개념지워진다. 이에 대해, 현재 입법 진행 중인 지식재산기본법(안)에

서는 제3조에서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

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

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동조 제3호에서 신지식재산이란 “경제, 사회 또

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

산”으로 정의하여, 기본적으로 지식재산의 범주에서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

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신지식재산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산업영역의 발생과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예컨대, 문화예술 신지식재산의 경우 창작 활성화

를 통한 문화 창달이라는 전통적 이념에서 벗어나,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는 문

화산업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일명, 퍼블리시티권의 경우에도 인격권으로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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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되던 것이 재산권으로 인식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하기도 한다. 사회

에서 형성된 지식이 사회 속에서 공유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을 부여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문제에서 변화가 있게 된다. 종래 공유재산으

로 인식되던 것에 재산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보존과 활용이라는 본래의 목적

을 더욱 확대하려고 하기도 한다. 무형문화유산의 경우에도 보존·계승이라는 

틀을 벗어나 활용·가치창출 등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는 성장일변도의 산업

사회를 벗어나 다양화를 추구하는 사회발전의 한 영역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최종 성과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서 도출된 부산물에 대한 활용과 중요성이 커지면서 그 자체에 대한 권리주장

이 이루어지고 확대되는 과정에서 신지식재산이 형성되기도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있는 것을 찾아내고 융합하며 

그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또한, 연구결과만을 강조하고 그 속

에서 성과를 찾던 시스템에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정보와 데이터, 지적 산

출물 또한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경쟁력의 원천으로 인식하게 하기도 한다. 즉 이러한 중간 결과물들은 최종 결

과를 만들어 내는 기반의 역할을 하게되며, 나아가 무심코 지나갔던 부산물들에 

대한 인식이 소유권 등 권리문제로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2. 신지식재산의 특성

신지식재산은 지식재산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면서 기존 지식재산의 정의에 

따라서는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신지식재산은 기존 지식

재산의 범주에서 쉽게 포섭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주된 특

성에 있어서는 일반적 지식재산과 마찬가지로, 창작이나 개발에 많은 시간, 노

력, 비용이 드는 반면에 그 복제가 매우 쉽기 때문에, 무임승차free-ride로 인한 시

장실패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전통적 지식재산권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근본적 논쟁은 

신지식재산에 있어서도 여전히 유용하게 진행되고 있다. 독점권 부여를 통해 보

호를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공유와 확산을 확대해야 하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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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 또한 발생할 수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대립이 대표적이다. 다만 정형화된 지식재산과 달리 신지식재산 관련 대립은 특

정 양태를 가지고 바로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신지식재산이 가지

는 본래의 특성인 다양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주도층과 추종층이 명

확하게 구별되는 특허, 저작권 등 기존 지식재산과는 명확히 구별되며, 분야에 

따라 주도층이 다르고 또 한편으로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신지식재산의 논의 

영역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전통지

식과 유전자원의 경우 과거 오래된 사회문화적 지식과 자원이 풍부한 국가를 한

축으로 하고, 최근 이를 활용·사업화하는 국가를 한축으로 하여 대립하고 있다. 

한편, 최근 그 보호체계를 확고히 갖춘 반도체, 소프트웨어, 물질특허 등의 경우 

소위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개도국들은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결국 논리

적 귀결보다는 현재 논의 상황에 자신의 논리를 어떻게 맞추는 가에 따라 입장이 

변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과학데이터, 임상정

보, 퍼블리시티권 등의 경우 더욱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Ⅲ. 신지식재산 관련 논의의 필요성

신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으로서 가지

는 본질적 특성과 새롭게 등장하였다는 측면으로 인해 그 창출 및 활용,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그에 대한 정부 및 개별 활동주

체들의 종합적이고 일관된 대응 전략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1. 정부 및 사회의 종합적, 일관된 입장 필요

신지식재산 또한 유용한 자원이므로 창출을 활성화하고, 그 이용을 촉진함

으로써 부가가치를 생성하는 것이 당연하나, 현재 그에 대한 대응은 거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는 신지식재산에 대한 준비 부족일 수도 있고, 신

지식재산 자체가 가지는 특성일 수도 있다. 이러한 대응은 여러 측면에서 검토

되어야 하며, 지식재산에 대한 접근 방식 문제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즉, 개별 

권리별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 신지식재산이라는 일반적 개념으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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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가, 어느 범위까지 재산권을 인정하고 공공재적 성격을 유지할 것인가, 

재산권의 부여와 행사와 관련된 제도적 사항은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것인가, 

기존 지재권 제도 내에서 통일된 논의를 할 것인가, 아니면 개별 권리별로 별도 

체계를 구비할 것인가 등 많은 문제들이 결정되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신지식재산 문제가 국제적인 양상을 띠고 전개되고 있으므로 이

에 대한 측면도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국내적 요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

라 상대방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한편, 신지식재산은 각국이 처해 있

는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요소와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으므로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하다. 즉, 경제적 이해관계 측면에서는 선

진국과 개도국 간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권리관계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인근 국가들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

들은 양자 및 다자간 협상 과정 등 국제관계에 있어서 가져야 하는 통일된 입장

을 유지하기 매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보다 적극

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국내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이

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투쟁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통일된 입장이 필요한 것

이다. 생물다양성, 지리적 표시,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 등 최근 새롭게 제기되는 

신지식재산의 거의 전 분야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2. 새로운 지식재산의 발견과 그 보호체계의 구축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산업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지

식재산들의 경우 적절한 보호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

기 어려울 것이다. IT, BT 등의 첨단산업의 결과물들은 많은 경우 특허와 같은 

기존의 지식재산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보호체계

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게임 규칙, 글자체 등

과 같이 기존 지식재산법에 대한 법원의 해석에 의해 보호 받지 못하는 분야가 

생겨나기도 한다.

신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으로는 기존의 지식재산권법의 보호영역을 확

대하는 방안과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예컨대, 저작권

법의 개정을 통해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기술적 보호조치, 권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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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등을 보호하고 있으며, 특허법(컴퓨터프로그램, 비즈니스모델 등), 디자인

보호법(글자체 등), 상표법(색채·입체상표, 홀로그램상표, 지리적표시, 도메인

이름 등),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도메인이름 등)을 개정 또는 확대 해석하여 

새로운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있기도 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반도체 집적회로, 

컴퓨터 프로그램1)등의 경우처럼 기존의 지식재산권법 대신 새로운 법률을 제정

하여 보호하는 경우도 있다. 보호가 필요한 지식재산의 특성과 관련 산업의 이

해관계를 반영하여 적절한 보호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3. 종합적, 체계적 신지식재산 보호체계의 정립

보호가 필요한 신지식재산이 등장했을 때 관련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부 중복하여 보호하거나, 또는 보호대

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콘텐츠와 관련하여 

과거 정보통신부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제정한 후, 문화관광부가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기 시작하면서 중복 보호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식물의 신품종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의 종자산업법

상 품종보호권의 대상이 되는 한편, 특허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기도 하다. 한

편, 소프트웨어, 게임 등은 각각의 구성요소에 따라 저작권, 특허권, 영업비밀, 

디자인권, 상표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의 보호

에 대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

를 협의·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4. 신지식재산의 보호에 따른 역기능 예방

신지식재산이 형성 단계에 있는 지식재산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즉, 신지식재산을 보호함으로써 타인의 

정당한 이용행위를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글자체에 대한 저작권법의 적용 여부에 대한 문제에서 일부 확인될 수 

1_   현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2009년 저작권법에 통합되면서 폐지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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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대법원은 “글자체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하게 되면 우리 민족이 공유해

야 할 한글 자모에 대해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고려

하여, 글자체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판

단을 고려하여, 특허청은 글자체를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으로 하면서도, 타

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글

자체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게된 것이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지만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

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특허법에 의해서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보호를 받기 때문에, 독자적인 보호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 최근 구글의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경우처럼, 소프트웨어산업의 

비즈니스모델이 변함에 따라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모델 등 전혀 새로운 보호체

계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은 논의에서 나타나는 점들을 고려하여, 신지식재산에 대한 획일

적이고 강력한 보호체계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산업의 현황과 사용자

의 입장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방식이 필요한 것이다.

Ⅳ. 최근 논의중인 신지식재산의 대표적 유형

앞에서 언급된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 배치설계도, 글자체, 소리·냄새 상

표 등의 경우 산업발전과 더불어, 국가의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개

별 법률 또는 기존 지식재산법제를 통해 이미 권리화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따라

서 최근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1. 지리적 표시제도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 특정지역에서 생

산·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지리적 자연조건의 특성과 이러한 특성

을 활용하는 인적자원의 노하우에 대한 가치 보호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공

히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에 대하여는 유럽 등 강한 보호를 주장하는 지역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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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간의 이해관계 대립이 있으며, 제도적으로는 상표(단체표장) 등과 마찰 

및 중복이 존재한다.

2. 식물신품종

농림업 분야의 지식재산권 제도로 식물신품종 육성자에게 당해 품종의 증

식·생산·양도·수출입 등에 관한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종자

산업 발전과 미래 생명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반요소로 인식되

어 최근 육성과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이해관계 대립이 있다. 제도적으로는 그 독자성에도 불구하고 특허(식물특허)와 

중복 또는 일부 충돌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

3. 퍼블리시티권

개인의 이름, 형상 등 그 정체성identity을 나타내는 표시를 상업적으로 이용

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 아울러 타인의 무단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재산적 측

면의 권리로서 최근 이론 및 판례를 통해 형성되고 있는 권리이다. 보호의 필요

성에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으나 입법 등 그 방법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

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4. 유전자원

유전적 기능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그 밖의 유전적 기원이 

되는 물질 중에서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가 있는 유전물질(생물다양성협약 

제2조)을 의미한다. 생명현상 규명, 신품종 개발, 신물질 탐색 등 생명산업의 소

재로 중요성 증대하고 있는 반면, 생물다양성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에 착안하

여 제기되었다. 유전자원에 대한 소유권 부여, 지재권 인정, 보상 등의 문제 등

이 쟁점을 제기된다. 동일 선상에서 전통지식(특정한 사람 또는 지역사회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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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으로 전승되어 오면서 생성된 전통기술이나 창조물에 내재하는 지식체계)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자원대국과 미국, 일본 등 기술강국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 크며, 권리성 인정 여부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법·제도

적 쟁점이 존재한다.

5. 전통문화표현물

전통문화 및 지식의 표현물로서 예술작품 등 표현물 및 언어, 음악, 행위 등

에 의한 무형의 표현물을 총칭한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전통문화표현물을 이용

한 창작활동의 지재권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권리성 문제와 이용료 문

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또한, 보존과 전승의 범위를 넘어 확산과 사업화 측면에

서 기존제도의 공백이 발생하기도 한다.

Ⅴ.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짐에도 불구하

고 국내에서의 이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다. 개별 지식재산 분야별로 해당 부처가 분산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여, 유관 부처

와 협의없이 개별적으로 독자적인 창출·보호 및 활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 문제점

체계적 보호 논의 부재 : 신지식재산을 지재권으로 보호하는 경우 기존 제도

와의 경합·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권리화 등 보호에 대한 검토는 기관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전체 차

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창출 및 활용과 관련된 사업도 분산적으로 



230

무
형

문
화

유
산

 보
호

와
 지

적
재

산
권

 -
 동

향
과

 과
제

진행되어 공감대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견제를 받기도 한다.

현실적 문제에 대한 해결 기능 부재 : 신지식재산의 운용 과정에서는 중복 보

호되거나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는 등의 현실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유사 내

용으로 중복되어 보호되거나 권리 간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 현실에서는 

퍼블리시티권 문제, 게임 저작물에 대한 논쟁, 방송사업자 간 분쟁,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에 대한 이익 배분, 전통문화유산의 활용에 따른 이익배분, 문화유산과 

상표 등의 충돌 등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논의는 정치적 과정으로 진행

되며, 지식재산이라는 일관된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창출 및 활용에 대한 준비 부재 : 상당수 신지식재산은 역사적 과정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지거나, 어떤 결과물의 과정 속에서 부산물처럼 획득되어진 것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체계적인 창출과 활용 계획과 전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일부의 경우 스스로 생성·존재한다고 

생각되어 보존과 전승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창출·활용을 촉진하고 나아

가 산업적 발전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신지식재산의 문제

가 산업 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측면이 강한 반면, 법제도와 인식은 여전히 기존 

틀 내에 머물고 있어 산업화라는 측면의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Ⅵ. 대응 전략

1. 창출 및 활용 측면

개별 권리별 특성에 맞는 창출 및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 새로운 발견과 발

명에 의한 경우 그 전략을 수립하고, 존재하는 것의 발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전략이 필요하다. 보존이 중심이 되는 신지식재산의 경우 개량 등 

현대화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최근 한류와 더불어 기

세가 높아지고 있는 한식 세계화의 경우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개량 한

복이나 마당놀이 등의 사례도 철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판소리와 뮤지컬의 

연계, 태껸, 씨름 등의 현대화도 새롭게 검토될 수 있는 유용한 대상이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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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에 대하여는 전통문화예술계에서도 수요자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2. 보호 및 권리화 측면

신지식재산 관련 법제도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권리의 인정 범위를 어떻

게 정할 것이며 그 방법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필요하다. 기존 지재권법체계내

에서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 법체계를 만들 것인지, 동시에 기존 진흥법 및 

보존법체계 내에서 보호할 것인지, 별도 보호법을 만들 것인 지 등의 내용이 주

요 사항이 될 것이다. 또한, 경계상에 놓여 있는 권리들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

도 우선 과제이다. 앞에서 살펴본 주요 검토 대상인 신지재권의 경우 권리화 측

면에서 보면, 보호 필요성 자체 여부, 보호에 대한 컨센서스는 있으나 방법 결

정, 중복보호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보호에 대한 논의는 대가와 보상도 함께 고려될 때 더욱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3. 범국가적 논의 체계의 마련

현재 분산되고 중첩된 논의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광범위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컨센서스가 형성될 수 있다. 이해관계 대립은 단순한 경제적 측면 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요인까지 얽혀져 자존심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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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무형문화유산과 신지식재산권

1. 개요

최근 WIPO를 중심으로 무형문화유산 또는 전통문화표현물을 둘러싼 지재

권 쟁점들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 논의는 국가 및 국가 내 지역공동

체, 토착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문화표현물 또는 민간전승표현물이 다양한 

형태로 경제적 이윤 창출에 이용되고 있지만, 전통문화표현물 자체가 태동한 공

동체, 토착민 또는 이의 계승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아무런 혜택과 수익이 돌아

가고 있지 않고 있으며, 때로는 이용과정에서 전통문화표현물이 왜곡·변형되

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한 것이다.

2. 국내 보호 현황 및 논의 동향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은 무형문화유산에 대하여 무형문화재라는 개념을 

통해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

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원형 그대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는 것

에 관한 것으로서, 지식재산으로서 권리화 등의 보호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즉,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보유자(보유단체)의 인정

에 관한 내용 등은 담고 있지만, 독점배타권으로서의 권리개념이나 권리의 귀속

주체로서의 권리자 개념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를 중심으로 WIPO를 비롯한 국제적 

논의동향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문화재청에서 무형문화재를 둘러싼 지재권법

적 쟁점들에 관한 논의를 제기하며, 일부 전문가들이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과 별

도의 지재권 보장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무형문화재 보호체계 도입이 제기되는 

등 지식재산권을 명료히 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

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반해, 실물 경제체제에서는 상표권 부여를 통한 권리 보

장 문제 제기와 함께 상표적 권리(‘중요무형문화재 OOO'등) 오용 사례도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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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2)가 나타나기도 한다.

3. 주요 논의 사항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하여서는 기본 인식의 문제에서부터 논의가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보호와 전승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제도와 경제적 가치를 중심으

로 하는 지재권체제간의 괴리 극복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문화유산 보호가 가지

는 의미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전통적 의미의 보호와 권리화를 통한 

수익창출 등 적극적 보호와의 관계 속에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를 전제에 두고, 전통문화유산의 창출 의미를 만들어 나

갈 수 있는 것이다. 실제적인 창출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발굴이라는 측면에

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현시대에 맞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 즉 적

용하는 것이 창출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이다. 이와 동시

에 원형보전과 계승 발전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확산 및 사업화를 어떤 관점에

서 접근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전통문화유산의 특성상 인근 지역, 특히 한중일 3

국 간의 문화적 유사성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여 해결할 것

인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특히, 우리 선조들과 중국과의 문화적 동일·유

사성을 고려할 때, 이 문제는 국가간 이해관계 뿐만 아니라 민족간 자존심 문제

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영역에 있어서는 이미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국내에 돌아와서도 유사한 유산을 계승해 온 공동체·지역간 분쟁이 발생할 가

능성을 늘 안고 있다.

한편, 저작권, 상표, 디자인 등 기존 권리체계 하에서의 보호 문제와의 관계 

문제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현행 지재권법 체제에서 포괄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와 어느 범위에서 저촉되는 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

다. 앞선 교동법주 사례에서와 같이 기존 지재권 제도가 올바르지 못하게 사용

되는 측면에 대해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2_   경주교동법주 사례 : 중요무형문화재 경주교동법주의 보유자가 ‘경주교동법주’에 대해 상표출원을 하였으

나, 선등록상표인 ‘경주법주’에 의해 등록이 거절되었으며, 또한 향후 타인에 의해 ‘교동법주’가 상표등록

될 경우 중요무형문화재 경주교동법주의 보유자임에도 ‘경주교동법주’라는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우

려가 있다는 민원을 문화재청에 제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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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 논의와 보조를 맞추어서 진행되어야 할 것

이다. 모든 신지식재산 문제가 그러하듯이 그 논의의 진행은 경제적 문제를 중

심으로 하는 국가간 이해관계의 대립을 총체적으로 안고 있는 것이다. 무형문화

유산도 그러한 범주 내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특정 지역 또는 특정 분야의 이해

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이해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Ⅷ. 결론

지금까지 무형문화유산을 포함한 신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과 관련

된 논의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현재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제시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 단계에서 검토될 수 있는 방안은 신지식재산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촉

진하고, 이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며, 이외에 특별한 사항이 제

시되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기반 구축의 기저에는 범정부적인 논의체계를 구

성해야 할 필요성이 그 첫 번째에 자리 놓여 진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논의체계 구성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다시 한번 언

급하면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전승자의 권리와 이익의 확대를 도모함과 함께 그 외 개인과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는 새로운 지식재산권 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지식재산권의 내용을 구성할 무형유산의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중국 

등 인근 국가와의 무형유산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무형유산기록화 사업의 다양화·강화를 통해 그 결과를 DB화하고 공

적 권리를 부여하여 지식재산권의 대상을 구체화,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존 제도의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중요무형문화재 

목록에 대해 상표등록을 거절하거나 상표권의 효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보유자들이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 가능한 예시

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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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말부터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이라는 주제가 지식

재산과 관련하여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새로운 주제에 대하

여 논의가 시작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서구산업 스타일이 토착민indigenous people에게 속한 것이라고 

느껴지는 유전자원과 넓은 의미에서의 전통지식을 사용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서구산업계가 상품을 개발하고 세계시

장을 통하여 이러한 상품들을 판매하기 위해 이러한 토착민들의 자원과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1) 

토착민들의 자원과 지식을 활용하는 서구 산업계의 모습은 19세기 서구의 

연구자, 예술가 또는 음악가들에 의해 19세기에 이미 나타났으며, 현재에 있어

서도 그 활용범위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2) 즉 서구산업계가 토착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또는 지식을 획득하고자 하는 노력은 오늘날 더욱 치열해지는 경쟁과 

단기간내에 신제품을 출시해야만 하는 시장의 글로벌화에서 기인한다고 할 것

1_   Silke von Lewinski, Indigenous Heritage and Intellectual Property,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2nd Edition, Wolters Kluwer, 2008. p. 1. 

2_   Simpson, Indigenous Heritage and Self-Determination (Copenhagen, 1997), 52 ; Lucas-Shloetter, Part III, 

Sec. 4.I.1.

1990

무형문화유산의 개념과 특성-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과의 비교적 관점에서

양대승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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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점과 성공은 새로운 원료 및 재료, 즉 새로운 

멜로디, 리듬, 디자인, 기술, 유전물질, 치료방법 등을 찾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디자인 면에서 민족전통

품ethnic product들은 인기가 있으며, 특히 독특한 전통문양은 현대의 유행에도 전

혀 뒤떨어지지 않으며 감각적인 패션으로서 신선한 매력을 준다. 또한 토착문화

에 대한 잃어버린 가치와 새로워진 영성에 대한 서구문명의 탐색을 포함하고 있

는 뉴에이지New Age 운동은 토착지식indigenous knowledge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3) 

하지만 이러한 서구산업계의 발전 이면에는 그 동안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

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 즉 대부분의 경우, 산업계가 토착 지식과 자원을 사용함

에 있어 토착민들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으며, 토착 지식과 자원을 활용하여 생

긴 이익을 토착민들과 공유하지도 않다는 점이다. 

산업계 행동의 저변에는 대부분 기존의 지식재산법에 따라 토착지식이 공유

public domain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졌다.4) 하지만 토착민들은 이러한 산

업계의 행동을 불공정하고 존중이 결핍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

한 서구 산업계의 행동은 그들의 관습법을 외부인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만 한다

면 관습법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5)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공유 개념과 토착민 유산heritage의 중요성에 대하여 

서로 다른 해석에서 비롯한다. 어쩌면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은 서구 문명

civilisation이라는 것보다도 더욱 높은 수준의 가치인 삶, 정체성 그리고 자기 확신 

등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인류문화발전에 더욱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다.6) 

이하 졸고拙稿에서는 인류의 유산heritage을 구성하는 대표적 유형들로서, 무

형문화유산,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 및 민간전승물 각각의 개념들을 차례차

례 살펴보고 비교 분석함으로써, 언뜻 알 것 같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

지 정확히 대답하기 어려운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쉽게 이

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길라잡이가 되었으면 한다.

3_   Sandler, Music of the Village in the Global Market Place : Self-Expression, Inspiration, Appopriation or 

Exploitation?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agan, 2001, p. 81 et seq.

4_   Silke von Lewinski, Ibid. p. 2.

5_   Silke von Lewinski, Ibid.

6_   Silke von Lewinski,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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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무형문화유산의 개념 및 범위

오늘날 세계화와 급속한 도시화, 문화통합 정책과 더불어 젊은 세대의 관

심부족으로 인해 많은 무형유산이 사라지고 있다. 이에 유네스코는 상당히 오

래전부터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심을 가져왔다. 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의 중요성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주요 관심대상으

로 부각되어져 왔다. 특히 1997년 유네스코 제29차 총회는 산업화와 지구화 과

정에서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무형유산을 보호하고자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정 사업Proclamation of Masterpiece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7)을 시

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커지

면서 2003년 제32차 유네스코총회는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최초의 국제협약인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을 채택

하였다.8) 이것은 기존의 권고나 유네스코 문화 분야 내부 사업이었던 무형유산 

걸작 선정사업보다 훨씬 강력한 규범이었다. 이에 동 협약 제31조는 협약이 발

효되면 더 이상 걸작을 선정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기존에 선정되었던 무형유

산 걸작들은 새로운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 따라 작성되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통합되었다. 9)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은 유형문화유산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세계유산

World Heritage에 대응하여 탄생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2003년 유네스코 총

회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채택한 것은 문화유산보호활동이 건축물 위주의 

유형문화재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으로써 무

형문화유산의 가치가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인식되고 그 중요성이 확대되었음을 

7_   UNESCO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은 1997년 유네스코 제29차 총회에

서 채택되었고, 이후 2001년, 2003년, 2005년 모두 3차례에 걸처 70개국 90건이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종묘제례 및 제례악(2001년), 판소리(2003년), 강릉단오제(2005년)가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되었다.  http://www.unesco.or.kr/heritage/ich/index.asp 유네스코와 유산 (2010.9.28 방문).

8_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인류문화유산 대표목록(제16조)과 긴급보전필요목록(제17조)을 마련하도록 함

으로써 각국의 무형유산을 등재하도록 하는 제도도 두고 있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2003년 9월 29

일부터 10월 1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2회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이다. 협약이 채

택된 후,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등 산업화와 전쟁 등으로 무형유산이 위협받고 있는 지역 국가들은 협약

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그 결과 제정된 지 2년 여 만인 2006년 4월 20일, 30개국이 협약에 가입하면서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한국은 2005년 2월 9일 11번째로 가입하였다. http://www.unesco.or.kr/heritage/ich/

convention.asp (2010.9.27 방문).

9_   http://www.unesco.or.kr/heritage/ich/convention.asp (2010.9.27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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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하는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10)

그렇다면 무형문화유산이란 무엇인가? 앞서 말했듯이 무형문화유산의 정의

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그 정의 또한 다양하다. 왜냐하면 

무형문화유산을 구성하는 무형, 문화, 유산이라고 하는 3개의 단어 모두 추상적

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도 ‘무

형문화유산無形文化遺産’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무형, 문화, 유

산 및 문화유산으로 각각 분리하여 정의하고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무형無形’이란 형상이나 형체가 없음

을 의미하며 ‘무체無體’라고도 한다. ‘문화文化’란 자연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

적 또는 생활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

위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유산遺産’이란 앞 세대

가 물려준 사물 또는 문화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무

형문화유산에 좀 더 근접한 개념으로서 ‘문화유산文化遺産’에 대해서도 정의하고 

있는데, 문화유산文化遺産이란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대 또는 젊은 

세대에게 계승·상속해할 만한 가치를 지닌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따위의 민족 

사회 또는 인류 사회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정신적·물질적 각종 문화재나 문화 

양식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11)

따라서 문화유산의 문어적文語的 개념에 따라 ‘무형문화유산’을 정의한다고 

하면, 무형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 중 유형의 문화유산이 아닌 무형의 문화유산

이라고 할 것인바, ‘무형문화유산’이란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대 

또는 젊은 세대에게 계승·상속할 만한 가치를 지닌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따

위의 민족·사회 또는 인류의 문화적 소산으로서의 문화양식, 무형문화재 또는 

그 정신적 소산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개념적 정의일 뿐 무형문화유산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담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를 담고 있는‘무

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2조 1항의 규정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동 규정에 따

10_   http://www.unesco.or.kr/heritage/ich/index.asp 유네스코와 유산 (2010.9.28 방문).

11_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사이트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2010.9.28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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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무형문화유산ICH’이란 공동체, 집단 그리고 경우에 따라 개인이 그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인정하는 관행·표상·표현·지식·기량 및 이와 관련한 도

구·물건·가공물 및 문화 공간이다.12) 그런데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무

형문화유산의 개념을 반드시 무형물에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형물과 관련

되어 있는 유형물도 무형의 문화유산으로 포함시켜 넓게 해석한다고 볼 수 있

다. 즉,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2조 규정은 무형물로서의 관습·표상·표

현·지식·기능(기술)이외에도 무형물과 관련이 있거나 그 결과물로 생성된 도

구·물건·가공물 등의 유형물도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

이다. 

무형문화유산의 범위와 관련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2조 2항의 규정은 

①무형문화유산의 전달수단으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②공연 

예술, ③사회적 관습·의식 및 제전, ④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행, ⑤전통

공예기술을 예시적으로 나열하고 있다.13) 다만 동 규정은 무형문화유산의 범위

를 제한적 열거규정이 아니라 예시적 열거규정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동 규

정에서 ‘그 중에서도(영어식 표현 inter alia)’ 또는 ‘특히(불어식 표현 notamment)’

와 같은 부사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한정적 규정이 아닌 예시적 규정이

라는 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2조 2항에서 말하고 있는 범위를 살펴보면 

무형문화유산의 개념 정의를 넓게 규정하고 있는 동조 1항의 규정과 달리 무형

문화유산의 범위를 무형의 문화유산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예컨대 

‘전통공예기술’의 경우 무형의 전통적 공예 기술 또는 기능으로 한정하고 전통공

예기술을 이용하여 생산된 공예품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는 점에서 이러한 점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동 규정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

시적 규정이지 제한·열거적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의 범위를 반

드시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즉 무형문화유산의 형식이 이러한 예시

12_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2조 제1호, 원문규정은 다음과 같다.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eans the practices, representations, expressions, knowledge, skills-

as well as the instruments, objects, artefacts and cultural spaces associated there with-that communities, 

groups and, in some cases, individuals recognize as part of their cultural heritage. 

13_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2조 제2호, 원문규정은 다음과 같다.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defined in paragraph 1 above, is manifested inter alia in the following 

domains: (a)oral traditions and expressions, including language as a vehicle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performing arts; (c)social practices, rituals and festive events; (d)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 (e)traditional craftsma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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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범위에 자주 나타나는 것 뿐이지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이나 정의를 직접적으

로 제한하는 것이 아님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무형문화유산이란 세대와 세대를 거쳐 전승되고, 인간과 주

변 환경 즉 자연의 교류 및 역사 변천과정에서 공동체 및 집단을 통해 끊임없이 

재창조되며, 공동체 및 집단에 정체성 및 지속성을 부여하고, 문화다양성 및 인

류의 창조성을 증진하며, 공동체간 상호 존중 및 지속가능발전에 부합하는 무형

문화유산의 특징을14) 잘 표현하는 것으로서 정신적·기술적 소산물인 유형물까

지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Ⅱ. 무형문화유산과 유사한 개념 

무형문화유산과 유사하여 서로 비교되는 개념으로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바, 특히 전통지식, 민간전승물, 전통문화표현물, 문화재 등이 대표적이다.15) 

 

1.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전통지식은 지식이 전통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원래 지식knowledge

은 전통적traditional인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이란 상기recall를 통하여 인간

의 접근가능한 기억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매일의 생활에서 유용한 방법으로 학

습된 기술의 실행과 관계된다.16) 그리고 ‘전통적traditional ’이라는 말 속에는 그러

한 지식이 하나의 세대로부터 다른 세대로 계승되어지고, 특정 장소나 풍경 또

는 생태계에서 오랜 경험의 과정을 통해 단체들에 의해서 축적되어진 것을 함축

하고 있다.17) 또한 대부분의 경우 전통지식은 단체성을 가지며 공동체 전체의 공

유로 간주되어진다. 따라서 전통지식은 공동체내 어느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니

14_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제2조 제1항 후단. 

15_   Guan Yuying,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법적 보호(전통문화표현물의 법적보호), 2004년 한·중 국제공동

연구보고서, 49쪽. 전통지식과 전통문화 및 folklore에 관한 논의는 무형문화유산의 논의 보다 조금 더 앞

선 1967년 스톡홀름의 지식재산회의에서 인도대표들이 내놓은 제안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6_   Knowledge, Innovations and Practices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 Implementation of Article 

8(j) Doc., UNEP/CBD/COP/3/19 8-9.

17_ Jonathan Curci,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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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특정한 문화적·전통적 정보 교환 메카니즘을 통해서 전달되어진다.18) 

따라서 지식을 전통으로 만드는 것은 지식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의 여부보

다는 그러한 지식이 전통에 기초한 것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세대를 거쳐 전달되

어지고 보존되어 온 방식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19) 이러한 점에서 전통지식은 

단순히 유용한 정보가 아니라 전통지식 안에 내재하는 규범적·사회적 구성요

소라고 할 것이다. 즉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은 종합적인 경험에서 연유하는 

것이며, 서구의 과학적 발견, 경제적 선호 및 철학이 널리 퍼져있는 문화와 결합

된 것으로서의 범세계적인 지식cosmopolitan knowledge과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20) 

전통지식TK의 개념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협의의 전통지식으로

서, 전통적traditional·생태학적ecological·의학적medical 지식으로서의 기술적 노하우

와 관계되는 전통지식을 말하고,21) 다른 하나는 앞서 말한 광의의 전통지식으로

서 전통에 기반을 둔 지적 활동의 산물로서 파생되는 산업, 문학, 예술, 과학 분

야의 결과물 전체를 말한다.22) 하지만 아직까지 전통지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

회적 또는 국제적 합의는 없으며 WIPO를 중심으로 계속 논의 중에 있다.

최근 2010년 5월 3일부터 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6차 회의에

서 ‘전통지식보호를 위한 개정된 규정Revised Provisions for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WIPO/GRTKF/IC/16/5)’ 제3부 실질규정 제3조(주제의 일반적 범위)는 

전통지식의 개념과 그 범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동 규정 제3조 2호는 ‘전통

지식Traditional Knowledge이란 전통적인 맥락에서 지적활동으로부터 생겨나는 지

식의 본질이나 내용과 관계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노하우, 기술, 개량, 전

통지식체계의 일부형태로서의 학습과 관행, 그리고 세대 간 계승되어진 성문화

된 지식체계에 내포되었거나 또는 토착공동체와 지역공동체의 전통적인 생활방

식을 담고 있는 지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어떤 특정기술 분야로 제한되지 않

으며, 농업적, 환경적, 의학적 지식, 그리고 유전자원과 관련된 (어떤 전통)지식

18_ Jonathan Curci, Ibid.

19_   Draft Decision on Traditional Knowledge, annexed to WTO, Taking Forward the Review of Article 27.3(b) 

of the TRIPs Agreement, Joint Communication from the African Group, WTO Doc. IP/C/W/404 (26 June 

2003), e.g. Art 2(b)(iii).

20_   A. Hansen and J. Vanfleet, Traditional Knowledge and Intellectual Property, http://shr.aaas.org/tek/handbook/

handbook_1.pdf 13.

21_   WIPO 2003.5.2 발행 자료, Consolidated analysis of the legal protection of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expressions of folklore, p. 6.

22_ 송영식, 이상정, 김병일 공저, 지적재산법, 세창출판사, 2009년, 3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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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3) 전통지식은 사용되는 과정에서 개량

innovation이 추가되는데, 예컨대 기존의 전통지식에 신재료를 추가하거나 프로세

스를 효율화하는 것이 개량에 해당한다. 개량은 전통지식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가치를 증대시키는 행위이고, 전통이라고 하는 본질은 계

속 유지시키는 것을 말한다.24) 

2. 전통문화표현물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TCEs/Expressions of Folklore: EoF

전통문화표현물25)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과 

‘Expressions of Folklore’라는 용어가 유사개념으로서 혼용 또는 병용되고 있다. 

하지만 전통문화표현물TCEs/EoF의 표현방식에 대하여 몇몇 국가들은 민간전승

물folklore 용어의 부정적인 느낌을 이유로 EoF대신 TCEs 사용을 선호하고 있는 

것 같다.26) 이러한 부정적인 느낌은 민간정승물folklore이 문화culture의 하위수준이

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27) 반면에 어떤 국가들은 TCEs 보다 EoF 사용

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28)  

본래 ‘folklore’ 용어는 일반사람들 또는 부족이나 씨족을 가리키는 말인 ‘folk'

와 전통지식 또는 전통을 뜻하는 ‘lore’가 병합된 것이다.29) ‘folklore’라고 하는 용

어는 1846년 「Notes and Queriess」라고 하는 잡지의 편집자인 W.G. Thoms라는 

영국 고고학자가 최초로 사용한 것으로서,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전통, 관

23_   http://www.wipo.int/edocs/mdocs/tk/en/wipo_grtkf_ic_16/wipo_grtkf_ic_16_5.pdf (2010.10.1방문).

24_   Traditional Knowledge and Biological Diversity, U.N. Doc. UNEP/CBD/TKBD/1/2(Oct. 18, 1997), para. 86. 

김병일, 김경준, 채지영,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보호와 지적재산, 산업재산권 제21호, 2006년, 5쪽.

25_   엄밀히 말하여 영어원어를 번역하면 전통문화표현물(TCEs)과 민간전승표현물(EoF)로 서로 다르지만, 

여기에서는 다른 개념과의 비교 및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통문화표현물이라는 용어로 통합하여 사용하

기로 한다.

26_   WIPO 자료(booklet n°1), Intellectual Property and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folklore, p. 2.

27_   Weinwe, 'Protection of Folklore: A Political and Legal Challenge', IIC 1987, 58. Contra Menon, 'A 

definition of folklore', [1979] INTERGU-Jahrbuch, Vol 4. 209 : 'I do not think it refers to anything of the 

lower strata of societies as such'. Silke von Lewinski, Ibid. p. 345.

28_   WIPO IGC 5차 회의에서 많은 국가들이 EoF 용어사용을 선호하였다. See the Report of the Fifth Session 

of the IGC, July 2003, Doc. WIPO/GRTKF/IC5/15, No 34, p.13; Silke von Lewinski, Ibid. : 알제리를 제

외한 대부분의 아프리카 및 아랍국가들 즉, 말라위, 이집트,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와 ARIPO 대표

단은 TCEs 보다 folklore 또는 EoF 용어를 사용하자는 입장임.

29_   www.unesco.org/culture/ich/doc/src/00272-FR.doc (2010.9.29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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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및 미신의 아이디어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30) 그 후 ‘folklore’는 거의 모든 

언어에서 ‘사람들의 문화culture of people’와 ‘사람들의 지식knowledge of people’이라는 표

현 하에 이해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용어로서 이해되어졌다.31)   

하지만 folklore의 개념적 정의에도 불구하고 WIPO내에 정부간위원회IGC가 

만들어지고 전통문화표현물TCEs/EoF의 국제적 수준으로의 보호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문화표현물의 정의, 보호의 대상, 범위 

등 기본쟁점사항에 대해서도 아직 합의점을 찾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선

진국과 개도국 및 토착 집단간에 민간전승물의 접근방법이 다르다. 즉 민간전승

물folklore의 개념을 해석하는 데 있어, 전자는 folklore를 전통Tradition으로 보아 좁

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후자는 folklore를 계속되고 끊임없는 문화적 표

현continuing and constant cultural manifestation으로 보아 좀 더 넓게 해석하고 있어 여전

히 대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32) 서구의 해석은 세대를 통하여 전해 내려오고 

보전되어야만 하는 사람들의 문화의 예술적 표현물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민간

전승물folklore의 개념은 흔히 축적·사장되어진 것들the collected and dead을 포함한다

고 한다.33) 반면에 개도국 및 토착집단은 민간전승물을를 공동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들의 생활의 총체적인 부분으로서의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이라고 

본다. 

다만 1982년 WIPO와 UNESCO에 의해 발표된 ‘불법이용 및 기타 침해 행위

들로부터 민간전승표현물Expressions of folklore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입)법을 위한 

모델 규정’34)이 ‘민간전승표현물’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1982년 모델규정에 따르면 ‘민간전승표현물’이란 한 국가

내의 공동체community 또는 그 공동체의 전통적·예술적 기대에 영향을 받은 개

인에 의해서 유지·발전되어 온 전통적인 예술적 유산traditional artistic heritage의 특

30_ Moreira da Silva, ‘Folklore and Copyright’, [1967] EBU Review, Vol. 101, 54 ; Silke von Lewinski, Ibid.

31_   Niedzielska, ‘The Intellectual Property Aspects of Folklore Protection’, [1980] copyright, 339 ; Silke von 

Lewinski, Ibid.

32_   Palethore & Verhulst, Report on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Expressions of Folklore under Intellectual 

Property Law, Study commission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October 2000, no. 1.1, p.6.

33_   Weiner, Protection of folklore : A Political and Legal Challenge, IIC 1987, 58.

34_   UNESCO-WIPO Model Provisions for National Laws on the Protection of Expressions of folklore against 

illicit exploitation and other prejudicial Actions, 이후 WIPO 주도로 1984년 불법이용 및 기타 침해행위들

로부터 Expressions of folklore를 보호하기 위한 조약 초안(Draft Treaty for the Protection of Expressions 

of folklore against illicit exploitation and other prejudicial Actions)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 모

델법안과 조약초안의 조항들은 개별국가에 의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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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산물productions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35) 

1982년 모델규정 이후에도 모델규정을 수정·보완하고 전통문화표현물 보

호를 위한 10가지 이슈에 대한 각 국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통문화표현물 

보호 개정안Revised Draft for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마련을 위한 정부간위원회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데 현재 2010년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릴 16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10년 6월 7

일에 WIPO 정부간회의에서(WIPO/GRTKF/IC/17/4 PROV) 마련된 ‘전통문화표

현물TCEs/EoF 보호를 위한 개정초안규정’의 세 번째 부분인 실질적 규정Substantive 

provisions 제1조(보호사항)는 전통문화표현물TCEs 또는 민간전승표현물EoF에 대한 

정의와 이러한 표현물들의 보호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즉, 개정안 제1조 제1호는 전통문화표현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36) 

‘전통문화표현물TCEs 그리고/또는 민간전승물표현물EoF이란 유형이든 무형이든 또는 

이들의 조합이든 어떤 형태든지간에 그 안에 전통문화와 지식이 표현되거나, 나타나

거나, 보여지거나, 포함되거나 세대간 계승된 것으로서 제한적이지 않은 아래 형태의 

표현물 또는 그것들의 조합을 말한다.37)

35_   모델 규정 제2조 Model Provisions for National Laws on the Protection of Expressions of Folklore Against 

Illicit Exploitation and Other Prejudicial Actions, Published by UNESCO and WIPO, 1985, Section 2, 

Protected Expressions of Folklore.

36_   개정안 제1조 제1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and/or “expressions of 

folklore”[are] and any forms, [whether] tangible [and][and/or] or intangible or a combination thereof, in 

which traditional culture and knowledge are expressed, appear or are manifested, [and comprise:] and are 

passed o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ncluding: / such as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forms of 

expressions or combinations thereof:

      a)   phonetic or verbal expressions, such as: stories, epics, legends, poetry, riddles and other narratives; 

words, signs, names, and symbols, etc.

      b)   musical or sound expressions, such as songs, rhythms, [and] instrumental music and popular tales,

      c)   expressions by action, such as dances, plays, ceremonies, rituals, sports and traditional games and other 

performances, theater, including, among others, puppet performance and folk drama, whether or not 

reduced to a material form; and,

      d)   tangible expressions, such as productions of art, in particular, drawings, designs, paintings (including 

body-painting), wooden carvings, sculptures, mouldings, pottery, terracotta, mosaic, woodwork, 

metalware, jewelry, baskets, food and drink, needlework, textiles, glassware, carpets, costumes, 

works of mas, toys, gifts and; handicrafts; musical instruments; stonework, metalwork, spinning, and 

architectural and/or funeral forms.

37_   개정안 제1조 제1호에서 말하는 것들은 멕시코 대표단을 비롯하여 각국의 견해를 수렴하여 작성된 수정  

초안 규정으로서 아직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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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야기, 서사시, 전설, 시, 수수께끼 그리고 그 밖의 설화와 같은 발성(發聲)적 또는 

구두(口頭)적 표현물; 단어, 표지, 이름 과 기호 등, 

b)   노래, 리듬, 기악, 그리고 popular tales과 같은 음악적 또는 사운드 표현물, 

c)   춤, 놀이, 기념식, 종교적 의식, 스포츠와 전통놀이, 그리고 그 밖의 퍼포먼스, 연극, 

그 중에서도 인형극과 folk드라마와 같은 동작에 의한 표현물, 구체적인 형태로 축소

되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리고

d)   예술제품 특히 소묘, 디자인, 회화(바디페인팅을 포함한), 목각, 조소, 몰딩, 도기, 테

라코타, 모자이크, 목제품, 금속제품, 보석품, 바구니, 식음료품, 바느질품, 직물, 유

리제품, 카펫, 의상, 카니발작품, 장난감, 선물과 같은 유형적 표현물 그리고, 수공예

품, 악기, 돌세공품, 금속가공물, 방적품, 그리고 건축 또는/과 장례 형태

위의 정의 규정에 따르면 전통문화표현물TCEs 또는/과 민간전승표현물EoF은 

그 자체가 유형이든 무형이든 또는 유·무형의 요소들로 구성되든 상관없다. 또

한  전통문화표현물TCEs/EoF의 대표적 유형으로서 구두적 표현물, 음악적 표현

물, 동작표현물, 예술제품과 같은 유형적표현물 4가지 형태를 제시하고 있는 데, 

비고정물non-fixed로서의 구전口傳표현물도 보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고정화

fixation가 반드시 보호의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건축형태’의 보호는 

성역, 묘지, 기념비와 같은 신성한 장소의 보호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38)

 

3.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유산’과 아주 유사한 개념으로서 ‘무형문화재’가 있다. 특히 우리나

라 문화재보호법은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용어 대신 ‘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하

고 있으며, 동 법 제2조에서 무형문화재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즉 무형문화

재란,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무형의 문화유산의 정의와 비

교하여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이라는 제한적인 단서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38_   WIPO 자료, http://www.wipo.int/edocs/mdocs/tk/en/wipo_grtkf_ic_17/wipo_grtkf_ic_17_4_prov.

    pdf (2010.10.1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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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무형문화유산,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의 개념 비교

구분 무형문화유산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전통지식
(Traditional Knowledge)

전통문화표현물
(TCEs/EoF)

일반적 

정의

공동체, 집단 그리고 경우에 따

라 개인이 그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인식하는 관습·표상·

표현·지식·기능 및 이와 관

련한 도구·물품·공예품 및 

문화 공간

(UNESCO 무형문화유산보호

협약 제2조 1호)

전통적인 맥락 안에서 지적활

동으로부터 생겨나는 지식의 

본질이나 내용과 관계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노하우, 

기술, 개량, 전통지식체계의 

일부형태로서의 학습과 관행, 

그리고 세대간 계승되어진 성

문화된 지식체계안에 내포되

었거나 또는 토착공동체와 지

역공동체의 전통적인 생활방

식을 담고 있는 지식을 포함하

는 것 

(제16차 WIPO 정부간위원회 

개정된 초안규정 제3조2호)

‘전통문화표현물(TCEs) 그

리고/또는 민간전승물표현물

(EoF)이란 유형이든 무형이든 

또는 이들의 조합이든지간에 

어떤 형태든지 그 안에 전통문

화와 지식이 표현되거나, 나타

나거나, 보여지거나, 포함되거

나 세대간 계승된 것으로서 제

한적이지 않은 아래형태의 표

현물 또는 그것들의 조합을 말

한다. 

(제17차 WIPO 정부간위원회

개정된 초안규정 제1조제1호)

특징

무형+유형(공예품 등 일부)

무형물뿐만 아니라 도구·물

품·공예품 등의 유형물도 무

형문화유산의 개념에 포함

※ 개념에 문화공간 포함

광의의 전통지식과 협의의 전

통지식으로 구분

광의의 전통지식 : 전통에 기

반을 둔 지적활동의 산물로서 

파생되는 산업, 문학, 예술, 과

학 분야의 결과물 전체

무형+유형(예술, 건축등 일부) 

보호의 요건으로서 고정화

(fixation)를 반드시 요구하지 

않음  

※ 건축형태의 보호는 성역, 

묘지, 기념비와 같은 신성한 

장소의 보호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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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무형문화유산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전통지식
(Traditional Knowledge)

전통문화표현물
(TCEs/EoF)

범위

①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수단

으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

전 전통 및 표현 

② 공연 예술 

③ 사회적 관습·의식 및 제전

④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⑤ 전통 공예 기술

※ 예시적 규정임

어떤 특정기술 분야로 제한되

지 않으며, 

① 농업적 전통지식 

② 환경적 전통지식 

③ 의학적 전통지식, 그리고 

④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포함

① 구두적 표현물 : 이야기, 서

사시, 전설, 시, 수수께끼 그리

고 그 밖의 설화와 같은 발성

(發聲)적 또는 구두(口頭)적 표

현물; 단어, 표지, 이름 과 기

호 등 

② 음악적 표현물 : 노래, 리

듬, 기악, 그리고 민담과 같은 

음악적 또는 사운드 표현물  

③ 동작표현물: 춤, 놀이, 기념

식, 종교적 의식, 스포츠와 전

통놀이, 그리고 그 밖의 퍼포

먼스, 연극, 그 중에서도 인형

극과 folk드라마와 같은 동작에 

의한 표현물 + 장례형태 

④ 예술제품과 같은 유형적표

현물 : 예술제품 특히 소묘, 디

자인, 회화(바디페인팅을 포

함한), 목각, 조소, 몰딩, 도기, 

테라코타, 모자이크, 목제품, 

금속제품, 보석품, 바구니, 식

음료품, 바느질품, 직물, 유리

제품, 카펫, 의상, 카니발작품, 

장난감, 선물과 같은 유형적 

표현물 그리고, 수공예품, 악

기, 돌세공품, 금속가공물, 방

적품, 건축 형태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re for Asia and the 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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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무형문화유산의 특징과 보호의 필요성

형문화유산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03 

제2조 제1항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을 “공동체, 집단 및 개인들이 그들의 문

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실행, 표출, 표현, 지식 및 기술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전달도구, 사물, 유물 및 문화공간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

다. 이와 같이 정의된 무형문화유산의 예로서는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체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적 풍습·의식·축제,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의식, 전통공예를 들 수 있다(무형문화유산협약 제2조 제2

항). 이러한 정의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에

서 논의하고 있는 전통지식과 전통문화표현물/민간전승물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WIPO에서는 전통지식에 대하여 직접적인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지

만 전통지식의 예로서 식품, 농산물, 환경, 생명다양성의 보존, 보건, 전통의약, 

인권, 토착적 사안들을 들고 있으며, 전통문화표현물로서 음악, 예술, 디자인, 

이름, 기호, 상징, 공연, 건축양식, 수공예, 이야기 등을 들고 있다.1) 

1_   www.wipo.org (2010. 10. 14. 방문).

무형문화유산에 분야
   지적재산권 보호의 문제와 당면 과제

육소영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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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무형문화유산의 특징을 분류해 보면 첫째, 무형의 문화자산이며, 둘째, 

여러 세대를 통해 집단적이고 점진적으로 발달된다. 셋째, 무정형의 형식에 의

해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이전되며, 넷째, 한 개인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 

아닌 집단적인 창작물이다. 다섯째, 이것이 유래한 사회 속에서 계속적으로 사

용되고 진화된다.2) 무형문화유산은 물리적, 생물학적, 지리적 특성들과 멸종식

물이나 동물의 서식지, 과학적 심미적 가치를 지닌 장소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

는 곳을 말하는 자연문화유산과 구별된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은 유형의 형태로

서 널리 알려진 문화유산을 의미라는 유형문화유산과도 구별된다.3) 

무형문화유산은 형태가 없다는 점과 창작물이라는 점에서는 지적재산권과 

유사하지만 여러 세대를 통해 점진적으로 발달되며 한 사회 속에서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진화된다는 점에서는 지적재산권과 차별된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

이라는 점진적이고 집단적 창작물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만일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적절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경우

에는 실제로 무형문화유산을 창작한 자가 아닌 기존의 법적 장치에 익숙하고 이

를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 무형문화유산이 소유될 가

능성이 생긴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실제로 무형문화유산을 오랜 세대에 걸

쳐 보유하고 발전시켜 온 소유자들은 무형문화유산을 통한 경제적 이용에서 배

제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뿌리가 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 자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즉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주민이나 토착민들은 무형문화유산

의 발견, 개발 및 보존에 일차적 책임을 지는 중요한 역할과 공헌을 함에도 불

구하고 무형문화유산을 통해 부과되는 모든 경제적, 사회적 가치는 진보된 과

학기술, 마케팅 능력 및 자금력을 가진 기업들이 보유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

다. 더 나아가 이들 기업들은 지역주민이나 토착민들의 무형문화유산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자 이외의 자들에 의해 무형

문화유산인 부족의 이름이나 상징, 문양 등이 사용되게 되면 부족들이 이들에게 

부여했던 믿음이나 신앙적 요소가 사라지게 되고 이는 이들 부족의 사생활의 자

유 내지 정신적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더 나아가 비록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2_   Srividhya Ragavan,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2 Minn. Intell. Prop. Rev. 1, 4 (2001).

3_   Erin K. Slattery, Preserving The United State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 Evaluation Of The 2003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A Means To Overcome 

The Problems Posed By Intellectual Property Law, 16 Depaul-LCA J. Art & Ent. L. 201, 205-20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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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이 이의 사용을 허락한다 하여도 이들의 이용은 원 부족이 이용하던 방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무형문화유산의 원형을 손상시키게 된다. 

Ⅱ. 지적재산권으로서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무형문화유산을 

보전하고 연구하기 위한 목록을 만드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무형문화유산을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하는 방법이다. 전통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은 전자의 방

법에 의해 보호되어 왔고 무형문화유산협약에서도 이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러

나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지역주민이나 토착민들은 자신들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하여 강한 공유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소유권 개념에서 출발하

여 무형문화유산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법에 의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무형문화유산은 먼 옛날부터 누적적 방

법을 통하여 집적된 역사적 정보를 나타낸다.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인류공

통의 유물로서 공유의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이는 어느 때고 필요할 때 모든 사

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과학이나 산업에 의해 상

업화되고 개발되기 전에는 무형문화유산은 단지 공지의 지식일 뿐이다. 혁신적

이고 발명적인 단계 또는 상업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는 어떠한 금전적인 이

윤도 창출하지 않는다. 셋째,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그 근원지가 되는 

국가와 지역사회는 그 사용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통제권을 유지해야만 한다. 

만약 그들이 계속해서 무형문화유산의 이용에서 제외된다면, 이들은 무형문화

유산의 보존 및 유지에 본질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그들의 전통적 관습을 포기할

지도 모른다. 

무형문화유산이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기술한 무형문화유산의 특징 때문에 

무형문화유산이 실제로 지적재산권의 보호요건을 갖추기에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이하에서는 지적재산권에 의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그 한계를 각 

지적재산권 별로 분류하여 논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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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법

저작권 일반

무형문화유산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저작권으로 보

호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에서는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이기만 하면 보호를 인정

하며, 무형문화유산은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

나 한편으로 무형문화유산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곤란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창작자라고 할 수 있는 저작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며, 오랜 시간을 

거쳐 점진적으로 발달되어 왔기 때문에 창작성을 확정하기도 곤란하다. 또한 저

작권의 보호기간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저작권법에 의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적절하지 않게 한다. 무형문화유산의 집단적 특성은 이를 창작한 단체들이 비영

리적 목적을 위하여 무형문화유산을 영구히 소유하고자 하며 이는 유한성을 가

진 저작권법의 속성과 맞지 않는다. 더 나아가 저작재산권의 제한 내지 공정이

용의 원리가 무형문화유산의 특성과 맞지 않을 수 있다. 저작권법은 교육, 보도, 

비평, 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권자 이외의 자가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하고 있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집단은 집단 밖의 자들이 자신들의 

문화유산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를 그 사회적 효용성 여부를 떠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집단이 자신의 집단 내에서 문

화유산의 원형을 유지, 전승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외부자에 의한 사용은 이들의 

목적에 상당한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으며4) 이 중 무형문

화유산의 보호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이다. 동일성유지권

은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저작권자

에게 불법적인 저작물의 변경이나 왜곡, 훼손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한다. 따라서 저작인격권은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지역주민이나 토착민들에

게 외부인들에 의한 사용에 의해 무형문화유산이 변형되거나 왜곡되는 것을 방

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저작인격권이 무형문화유

산보호에 가지는 한계점은 저작인격권이 근본적으로는 저작권이라는 점에서 저

4_   저작권법 제1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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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권 일반이 무형문화유산보호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저작권이 창작자라는 특정인의 소유권을 전제로 하는 개념인 

반면 무형문화유산은 집단적 개념이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특허법

무형문화유산 중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은 특허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허는 새롭고 유용하며 진보된 방법이나 물건을 창작한 

자가 최초로 출원한 자인 경우에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권을 일정기간 부여하

는 제도이다.5) 그러나 무형문화유산이 특허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네 가지 걸

림돌에 직면하게 된다. 첫째, 특허법이 발명을 한 개인의 성과로 다루는 반면 무

형문화유산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생산된다. 둘째, 특허를 받으려면 어떤 혁신성

을 증명해야 한다. 셋째, 특허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심사관이 이해할 수 있도

록 특허 명세서가 기술적인 방법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넷째, 특허출원이나 유

지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6)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생산되기 때

문에 특허출원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발명자를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이 불가능

하다. 특허는 분명한 소유자를 필요로 하는 무형의 개인재산이지만 무형문화유

산은 혁신적인 단계에서의 창작자, 즉 발명가가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특허 출원인은 그의 발명이 새롭고 유용하며 공지

의 기술을 넘어서 자명하지 않은 진보성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누적

적 특성을 가진 무형문화유산은 신규성이나 그 분야에서 숙련된 기술자에게 자

명하지 않은 혁신적 단계인 진보성을 입증할 수 없다.  

세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에게는 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특허 명세서를 완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 비록 무형문화유산

의 유용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하여도 그 지식들은 구두를 통해 기록되고 

전수되었기 때문에 그것의 유용성을 과학적 언어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비록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명세서가 작성될 수 있다고 하지만, 높은 비용으로 

5_   특허법 제2조 및 제29조 참조.

6_   Graham Dutfield, Trips-Related Aspects of Traditional Knowledge, 22 Case W. Res. J. Int'l 233, 25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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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특허출원준비에 있어서는 재정 및 인적자원이 풍부한 기업이 무형문화유

산을 보유한 집단보다 더 유리하게 된다. 네 번째 문제인 특허출원과 그 집행비

용과 관련해서, 특허 출원과 소송에 따른 높은 비용으로 인하여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은 특허제도를 통하여 보호받기가 매우 힘들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무형문화유산이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반면 실제로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집단이 그들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특허권을 얻는 데는 큰 어려움이 존재한다. 

  

3. 영업비밀보호법

영업비밀보호법은 무형문화유산에 대하여 또 다른 형식의 보호수단을 제공

한다. 무형문화유산을 영업비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주요 요건을 만족

시켜야 한다. 첫째, 무형문화유산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

력이 존재해야 한다. 둘째, 무형문화유산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거나 

쉽게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인식될 수 없다는 것으로부터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해

야 한다.  

무형문화유산을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다른 권리로 보호하는 것보다 비

용 면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하며 용이할 수 있으며 비밀성이 유지되는 한 영구

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 하지만,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들은 무형문화

유산이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 영업비밀의 소

유자가 그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비밀성이 소유자의 

산업에서 상당한 정도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무형문화유산에는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밀이라는 것은 소수만이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반면, 무형문화유산은 보통 전체 지역사회에 의해 공유된다. 만약 비밀요건이 

충족될 수만 있다면, 무형문화유산은 그 사용자에게 실제적 혹은 잠재적 경제적

인 이점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므로 두 번째 요건을 충족시키기

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영업비밀은 타인에 의한 불법적 이용에 대해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영업비밀 소유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에 의해 영업비밀이 

획득되었을 때 그 영업비밀이 부당한 방법에 의해 획득되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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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도청, 뇌물, 사기 그리고 절도 등이 부당한 수단의 예가 될 수 있으며, 비

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을 극복하고자 하는 모든 행위들이 부당한 수

단이 된다. 즉, 외부인이 무형문화유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 비밀성이 유지된 경

우에만 그 사용이 영업비밀침해를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러한 비

밀성에 관한 문제는 무형문화유산의 경우에는 매우 극복하기 어렵다. 

4. 기타

저작권법, 특허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이외에 무형문화유산을 상표법이나 디

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무형문화유산을 

상표법에 의해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형문화유산이 상표의 개념에 해당해야 한

다. 상표법에서는 상표를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7) 따라서 무형

문화유산 중 언어적 표현, 기호, 상징 등이 상표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집단은 상업적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

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무형문화유

산의 상품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해당 명칭은 보통명칭으로서 상표등록이 불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무형문화유산은 상표법에 의해 보호받기 어렵다고 평가

된다.8) 더 나아가 무형문화유산인 언어적 상징 등을 그 보유자 집단에 속하지 않

는 자가 상표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도 이를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무형문화유산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도 상표법과 유사한 문제를 야기

한다.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의 

요소를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신규성, 창작성 및 공업상이용가

능성(대량생산가능성)이 있어야 한다.9) 무형문화유산 중 전통적 표현들 예를 들

어 전통문양이나 상징들은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디자인이 될 수 있지

만 이를 위해서는 물품에 표현될 것 그 물품이 대량생산가능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집단의 특성 상 기계적 방법에 의한 대량생산을 

7_   상표법 제2조 제1항 참조.

8_   상표법 제6조 제1항 참조.

9_   디자인보호법 제2조 및 제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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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비록 대량생산가능성을 만족한다 하여도 무형문화

유산의 점진성, 누적적 창작성 및 혁신성의 부족이라는 특징은 무형문화유산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어렵게 한다.     

III. 외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1. 미국

미국 정부는 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인식해왔던 것으로 보

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를 위한 노력은 유형문화유산에 치우쳐져 있었다. 미

국 정부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입법화는 1909년 유물보호법Antiquities Act를 통하

여 가시화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고고학적 장소의 발굴을 규제하고 역사적 물

건들의 처분을 제한함으로써 유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1935년에

는 사적지, 역사적 건물, 유물보호법을 제정함으로써 사적지, 역사적 건물 등을 

미국민의 영감과 이익을 위하여 보존하고자 하였다. 이 법에서는 미국의 유형문

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담고 있다. 1966년에는 국립역사보존법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을 제정하여 유형문화유산에 대한 등록체제를 갖추었

다. 또한 1979년에는 유물보호법과 유사한 고고학적 보호법을 제정하였다.10) 

이처럼 미국 정부의 관심은 유형문화유산에 집중되어 있으며 의회의 입법적 

노력도 유형문화유산의 보존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

기 위한 법률은 미국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원인은 유형문화유산

에만 집중되어 있는 전 세계적 정책의 경향과 이민자로 구성된 미국민의 특성에

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무형문화유산을 찾자면 미국 원주민(인디안 

부족)들의 문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정부는 1990년 미 원주민 분묘 보호 

및 송환법을 제정하여 인디언과 하와이 원주민들의 유물과 문화재에 대한 소유

권과 통제권을 해당 부족에게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기관과 연방정부의 지

원을 받는 박물관은 인디언들의 유골과 연계된 부장물 및 문화재의 요약이나 목

록을 제공해야 한다. 이외에도 미정부는 인디언 부족에 대하여 자치권을 부여함

으로써 연방정부의 동의 없이는 주정부의 법이 인디언 부족에 적용되지 못하도

10_   Slattery, supra 3, at 2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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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인디언 부족들은 과거와 유사하게 자신들의 부족법에 의

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치권이 연방정부에 의한 인디언 

부족의 통제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11) 

인디언 부족의 무형문화유산으로는 전통적 인디언 언어, 노래, 의식 등이 있

을 수 있다. 이 중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인디언 언어 부분이다. 인디

언 언어는 미국 원주민들의 문화, 문학, 역사, 종교, 정치체계 및 가치를 전승하

고 이의 보존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예를 들어 인디언들의 생태지

식, 지역에 얽힌 이야기들, 지역명칭과 그 의미 및 가족명칭, 가족력, 의식과 생

태과정들 사이의 핵심적 논리관계들이 토착민들의 언어로 문서화되어 있다. 그

러므로 미국 원주민들의 문화, 문학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디언부족의 토착

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인디언 부족들의 후손들이 더 이

상 부족의 토착어를 말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부족의 원로들에 의해 기억되고 있

는 많은 생태학적 역사적 지식들의 보존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해서 뒤늦게 의회와 연방정부가 관심을 갖고 연방기금을 조성하여 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재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12) 

이처럼 인디언 부족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보호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은 유형문화유산에 한정되어 있고 실제 인디언 부족들의 문화를 보호하는 법의 

적용범위도 유형문화유산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음악, 상징과 같은 무형문화

유산에 대한 인디언 부족들의 통제권을 보호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

므로 미국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는 기존의 지적재산권법 체계를 무형문화유산

에 적용하여 그 체계 내에서 보호를 시도하는 방법만이 있을 뿐이다. 인디언 예

술 및 수공예법Indian Arts and Crafts Act에서는 연방 인디언 예술 및 수공예 위원회에

게 인디언 부족과 각각의 인디언 예술가들을 위하여 식별력 있는 상표를 창출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물품이 인디언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오해를 야

기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이 법은 인디언 문화유산에 있어 전통적 노래, 음

악, 상징, 춤 또는 기타 요소들을 남용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는 공연, 전시 또는 

예술품의 판매를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디언 의식에서 녹음된 음악을 판

11_   James A. R. Nafziger, The Underlying Constitutionalism Of The Law Governing Archaeological And Other 

Cultural Heritage, 30 Willamette L. Rev. 581, 594-595 (1994).

12_   Russel R. Barsh, Ground Visions: Native American Conceptions Of Landscapes And Ceremony, 13 St. 

Thomas L. Rev. 127, 133-13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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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하는 행위 등을 이 법은 규제하지 않는다.13)

이들 인디언 의식에 참여한 자들은 그 창작의 집단성 및 점진성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의식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기도 어렵다. 즉 미국의 경우에도 위에

서 설명한 무형문화유산의 지적재산권법으로의 보호에 따른 어려움이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2. 호주

호주에서는 원주민들의 예술 예를 들어 시각 예술, 노래, 춤, 이야기 등에 대

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정

비되어 있지 않아 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토착민의 전통문화에 대한 오남용이 발

생하고 있다. 1994년의 Milpurrurru v. Indofurn Pty. Lmt. 판결을 통하여 호주연

방법원도 토착예술가에 의해 창작된 다양한 디자인을 허가 없이 카페트의 생산

에 이용한 기업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개인 가정에서 사용자에 의해 유린되어질 

카페트의 신성한 이미지의 불법적 재생산은 예술가들만이 아니라 그 예술가들

이 속한 각 공동체에게도 부적절하며 침해적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14)

이들 원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인 민간전승물을 보호하는 방

법에 있어 정부는 기존의 저작권을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며 원주민들은 자신들

의 전통적 관습법에 의해 이를 보호하고자 한다. 저작권법은 특정인에게 독점배

타권을 인정하는 방식인 방면 전통적 관습법은 부족의 전통과 문화를 반영하여 

이루어진 창작물에 대한 공동체 전체의 공동소유를 인정하려는 것이다. 호주정

부는 이런 원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00년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창작자에

게 저작인격권을 부여하였다. 창작자에게 저작인격권을 인정함으로써 민간전승

물로부터 만들어진 저작물의 완전성이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공되었지만 

여전히 민간전승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원주민들의 공동체는 보호에서 

배제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후에도 원주민들의 공동체 전원에게 저작인격권

을 부여하는 방법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또한 근거법이 부

재한 상황에서 사법부에 의한 공동체가 공유하는 민간전승물의 보호는 장벽에 

13_   Id. at 141.

14_   Milpurrurru v. Indofurn Pty. Ltd. (1994) 54 F.C.R.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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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딪힐 수 밖에 없었다.15) 

이와 같이 기존의 저작권법은 민간전승물의 보호에 한계가 있고 이런 문제

점의 해결을 위한 저작권법의 개정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1984년 제정된 유

산보호법Heritage Protection Act에 의한 민간전승물의 보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비

록 유산보호법의 대상이 고고학적 또는 과학적 가치를 가진 유형의 대상과 지역

에 한정되어 민간전승물의 현대적 해석 작품은 보호받을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들 민간전승물의 현대적 해석 작품에 대해서도 제한적 보호

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87년 개정법은 빅토리아에 한정하여 적용

되기는 하지만 원주민의 문화재산의 정의에 지역이나 유형의 대상에 한정하지 

않고 민간전승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더 나아가 원주민의 민간전승

물을 원주민의 문화적 삶(예를 들어 음악, 제식, 의식, 춤, 예술, 관습과 정신적 

믿음)의 일부이거나 이들과 연계되고 원주민의 전통에 따라 원주민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전통 또는 구두의 역사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은 2006

년 폐지되어 유산보호법은 현재와 같이 유형의 대상과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되

는 것으로 수정되었다.16) 

그러므로 현재 유산보호법은 원주민들에게 그들의 무형의 문화유산에 대하

여 어떠한 권리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권리는 원주

민보호부에서 가지고 있다. 만일 원주민 공동체가 자신들의 문화적 대상이나 장

소에 대하여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고 느낀다면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원주민보

호부에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원주민보호부가 보호 대상이나 장소를 선언해야 

할 의무는 없다. 장관은 원주민 공동체가 특정 지역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그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야 할 의무는 당연히 없다. 만일 문화적 유형물에 대한 보호 요청이 있다면 장관

은 해당 부서나 주와 논의하여 결정한다. 결론적으로 유산보호법은 그 보호대상

을 특정 지역이나 유형의 대상에 한정하고 있고 이들 지역이나 유형의 대상에 대

한 보호도 그 보호요청이 원주민에 의해 제기된 경우에 보호여부에 대한 최종 결

정은 정부 규제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주민들은 자신

들의 유형의 문화유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으며 무형의 문화유산에 대

15_   Jake Phillips, Australia's Heritage Protection Act: An Alternative To Copyright In The Struggle To Protect 

Communal Interest In Authored Works Of Folklore,  18 Pac. Rim L. & Pol'y J. 547, 552-558 (2009).

16_   Id. at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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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정부의 무관심에 놓여있다. 따라서 호주의 경우에도 만일 원주민 집단이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지적재산권법에 의한 보호를 자발적으로 요구할 수는 있지

만 위의 저작권법의 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원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보호를 받기는 어렵다.17)

3. 인도

인도는 불교와 힌두교를 바탕으로 한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켜 온 나라로서 

인도 고유의 음악, 춤, 의식, 민간설화 등의 무형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 인도

의 경우 협의의 전통지식 즉 과학이나 자연현상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런 논란 과

정에서 전통지식을 지적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 이외의 방법에 의해 보호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검토 결과 지적재산권에 의한 보호가 불가능하다는 결론

에 도달한 바 있다. 문제가 된 인도의 전통지식들은 주로 의약적 효과가 있는 것

으로 알려진 것으로서 아유르베다요법Ayurveda, 유사요법, 자연요법, 시다Siddha, 

유나니Unani와 요가 등이 있다. 이 중 심황뿌리, 바스마티, 님 등의 특허출원이 

미국과 유럽 등에서 문제가 되면서 인도 정부는 자국의 전통의학지식의 보호

를 모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도 정부가 도달한 방안은 적극적인 보호방안 강

구보다 방어적 방안으로 전통지식에 대한 디지털 도서관Traditional Knowledge Digital 

Library를 설립하여 전통지식을 데이터 베이스화하는 것이었다.18)

인도에서 전통지식과는 달리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특별한 입법이나 보호방

안은 강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INTACHThe Indian National Trust for Art and 

Cultural Heritage(예술 및 문화유산을 위한 인도 신탁)이라는 비영리단체에 의한 인

도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노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INTACH에서는 무형

문화유산의 문서화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멸위기에 있는 인도 언어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세미나와 워크샵의 개최 등 무형문화유산을 보존

17_   Id. at 568-569.

18_   Chidi Oguamanam, Patents and Traditional Medicine: Digital Capture, Creative Legal Interventions, And 

The Dialectics Of Knowledge Transformation, 15 Ind. J. Global, Legal Stud. 48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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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19)

따라서 인도에서도 기존의 지적재산권법에 의해 무형문화유산이 보호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한 특별 개정입법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자국의 전통지식보호를 위해 인도정부가 지적재산권이 아닌 데이터 작업을 선

택할 수 밖에 없었던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는 기존 지

적재산권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인다.   

Ⅳ. 지적재산권 보호 대안의 필요성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무형문화유산의 집단성, 점진적 창작성을 고려

할 때 기존의 지적재산권법에 의한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으로 설사 지적

재산권법에 의한 보호가 인정된다 하여도 그 보호기간이 제한적이어서 원형의 

계속적 유지를 필요로 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런 이유로 위에서 살펴 본 국가들에서도 유형문화유산의 보호에 적극적인 반

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

형문화유산은 점진성을 가진 것으로서 원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

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창작성을 가미하는 발전적 변화를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

다고 본다. 그렇다면 호주에서 한때 고려했던 것과 같이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집단에 대하여 집단적 저작인격권을 부여하는 것은 창작성에 중요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라고 볼 수 

없는 자가 권리자가 명확하지 않음을 기화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지적재산권

을 획득할 가능성을 갖는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인도의 전통지식

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의 경험에서 지혜를 빌려 무형문화유산을 데이터화하여 

원형을 유지하고 이에 새로운 창작성을 가미하여 창작행위를 한 자의 결과물도 

역시 데이터에 등록함과 동시에 지적재산권으로의 보호를 인정하지만 다만 데

이터에 기록된 원형의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들에게 지적재산권으로 인하여 생

긴 이득의 일부를 반환하게 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9_   www.intach.org (2010. 10. 13.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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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형문화유산에서 공동체communities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이유는 공동체의 

대부분이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무형문화유산을 실행하는 주

체이기 때문이다. 공동체를 어떻게 정의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다음에 논의

를 하겠으나 공동체라는 단어를 빼놓고는 무형문화유산을 논할 수 없는 것은 명

백한 사실이다. 물론 무형문화유산의 주체로서 단체groups 혹은 개인individuals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나 비중으로 보면 공동체가 다른 주체들을 압도한다. 

이와같이, 공동체가 무형문화유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그러나 

여기에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등장하면 공동체의 비중은 갑자기 가벼워지는 느

낌이 들고 그 위상 혹은 위치가 모호해 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 이유는 공동체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의 주체로서 그리

고 실행의 주체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권리의 주체로서의 지

위가 확고하지 않은데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은 재산적 권리에 관한 문제이고 그 권리를 보유한다

는 것은 소유권ownership이고 그것을 행사하면 권능power이 된다. 그것을 경제적 개

무형문화유산 관련 지적재산권 보호와
                      공동체의 역할과 과제

박필호

뉴욕주 변호사

무



266

무
형

문
화

유
산

 보
호

와
 지

적
재

산
권

 -
 동

향
과

 과
제

념으로 바라보면 또한 가치value가 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권리의 보유, 행사, 그

에 대한 가치는 법의 보호protection와 구제remedy라는 장치가 있을 때에만 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곳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실행의 주체로서의 공동체가 

그 기능과 활동을 보장받기 위한 법률과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Ⅱ. 지적재산권의 주체에 관한 개념 정의
 

1. 공동체Communities

공동체라는 단어는 상당히 넓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공동체는 대규모 부

족일 수도 있고 몇 개의 지역에 분포한 소규모 부족을 가리킬 수도 있으면 한 마

을공동체 일수도 있고 소규모 공동체 일 수도 있다. 2003년도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Convention에는 공

동체에 관하여 정의를 내리지 않고 다만 무형문화유산 생산, 보호, 유지, 재창조 

하는 주체 중의 하나로 공동체를 열거하거나1) 존중되어야 하는 무형문화유산의 

소유주체로서 공동체를 언급하거나2) 공동체가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무형문화

유산의 형태를 예시하기 위하여 언급하거나3)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데 국가

가 참여시켜야 할 대상 중의 하나4)로 언급하는데 그치고 있다. 

학자들도 공동체를 몇 가지 방법으로 나름대로 정의하고 있으나 모두 일관된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네스코UNESCO는 2006년에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는 여러 가지 논란 끝에 공동체에 관한 정의를 내린 바 있다. 즉,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하여 공동체란:

“ 무형문화유산을 실행하거나 전수하거나 혹은 무형문화유산과의 관련성의 근원에 관

한 문제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공유하는 상호관계를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우러나는 

1_   Se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Convention of 2003 hereafter) 

preamble para. 7.

2_   Id. Convention art. 1(b).

3_   Id. Convention art. 1(b).

4_   Id. Convention art.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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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질성  혹은 그런 연결고리를 가진 사람들 간의 연결조직”5) 

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내린 공동체에 관한 정의가 언제나 혹은 어느 

곳에서나 그리고 어느 사람에게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렇게 내린 

정의 자체가 애매모호하여 무엇이 역사적으로 공유하는 상호연관성a shared historical 

relationship이고 무엇이 동질성 혹은 그런 연결고리를 가진 사람들people of whose sense  of 

identity or connectedness을 뜻하는지 다시 정의를 내려야만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공동체와 등식으로 사용된 연결조직network이라는 말도 그 범위와 의미를 다시 정

의해야만 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연결조직’이라

는 등식이 개념정리를 서로 의지하는 순환논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단체Groups

단체라는 용어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개념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고 단

순히 공동체와 더불어 열거만 하였다. 이 용어도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전문가 

회의에서 정의를 한 바 있다. 즉, 단체란: 

“ 기술, 경험과 특정지식과 같은 어떤 특성있는 것을 서로 나누어 가지면서 어떤 문화

의 보유자, 실행자, 수련자와 같이 무형문화유산의 현재와 미래의 실행, 재창조 그리

고 전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공동체 내부 혹은 여러 공동체에 걸쳐 있는 사람들”6) 

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단체’라는 개념은 공동체보다 범위가 작아서인지 공동체

보다는 더 명료하게 정리된 듯한 느낌이 있다. 

5_   [C]ommunities “are networks of people whose sense of identity or connectedness emerges from a shared 

historical relationship that is rooted in the practice and transmission of, or engagement with, their ICH…”

      See Expert Meeting on Community Involvement in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the 2003 Convention, 13-15 March 2006, Tokyo,JapanREPORT8-9 (visited10/06/2010).

6_   [G]roups“comprisepeoplewithinoracrosscommunitieswhosharecharacteristics such as skills, experience and 

special knowledge, and thus perform specific roles in the present and future practice, re-creation and/

or transmission of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for example, cultural custodians, practitioners or 

apprentices…”

    See id. Expert Meeting REPORT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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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Individuals

개인에 관한 정의도 마찬가지로 정리되었다. 즉, 개인이란:

 

“ 독특한 기술, 지식, 경험이나 다른 어떤 특징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문화의 보유자, 

실행자 그리고 때로는 수련자로서 무형문화유산의 현재와 미래의 실행, 재창조 혹은 

전수하는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동체 내부 혹은 여러 공동체에 걸쳐 있는 사람”7) 

 

이라고 정의 하였다. 이 역시 범위가 좁아서 공동체보다 비교적 명료하게 정의

가 된 듯하다. 

 

III. 무형문화유산의 소유 주체

1. 문화의 소유자

무형문화유산의 소유주를 밝히기 이전에 먼저 어떤 특정문화는 특정의 사람 

혹은 단체가 소유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가 우선 되어야 한다. 아니 그 전에 

도대체 문화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문제를 논의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문화라는 용어를 자주 그리고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

다. 정치문화가 어떻고 외국문화가 어떠하고 청년문화는 이러하며 전통문화는 

저러하는 등 수없이 많은 기회에 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들의 생활에서 그렇게 쉽게 많이 사용하는 용어를 개념정리를 하고 넘어 갈 필

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면 구태어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아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보면 그렇게 광범위하게 

자주 쓰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광범위하게 

7_   [I]ndividuals “are those within or across communities who have distinct skills, knowledge, experi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and thus perform specific roles in the present and future practice, re-creation and/

or transmission of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for example, cultural custodians, practitioners and, 

where appropriate, apprentices…”

    See id. Expert Meeting REPORT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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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수가 높게 쓰인다는 것은 어쩌면 그 문화라는 것이 개인의 재산권이기 이전

에 공유영역public domain에 속한 것으로 분류되어 개인재산권을 둘러싸고 있는 특

징적 요소들인 소유ownership와 권능power, 가치value, 침해infringement 그리고 보호

protection 등과 먼 거리에 떨어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네스

코UNESCO에서 정의하는 문화는:

 

“ 사회나 사회적 집단을 특정짓는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정서적 형태의 큰 복합

체이다. 문화는 예술과 문학뿐만이 아니라 삶의 형태, 인간의 기본권, 가치체계, 전통

과 신앙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8) 

라고 한다. 이렇게 문화의 정의를 살펴보면 문화를 구성하는 큰 단위 즉, 사회나 

사회적 집단을 특정짓는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정서적 형태의 큰 복합체

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존재하는 공공재임이 당연한 것이지만 이런 공공재를 

구성하는 개개의 문화는 사유재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라 할 수 있다.9) 문화가 예술, 문학, 삶의 형태 그리고 전통까지도 포괄하는 것이

라면 그런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당연히 사적 영역에 많이 널려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그러한 예술과 전통 등을 창조하는 사람들에게 사유 재산적 권리

를 주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은 없는 것이다. 

비록 많은 논란이 있으나 전통문화라고 하여 그 전통문화를 구성하는 개개

의 예술적 요소들 혹은 삶의 형태들을 무한정 공공영역에 존재하고 것으로 만 

해석하는 것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전통문화를 공공영역에만 놓아 둔다는 

것은 누구나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그런 문화의 보존과 재연 

그리고 발전에 관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소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통문화를 구성하는 개개의 작품들에 대하여 일

정한 정도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 재산권의 주체를 인정함으로서 전통문

화가 계속 유지되고 재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이 무형문

8_   [C]ulture may now be said to be “the whole complex of distinctive spiritual, material, intellectual and 

emotional features that characterize a society or social group. It includes not only the arts and letters, but 

also modes of lif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human being, value systems, traditions and beliefs…” See 

Preamble para. 6. U N E S C O Mexico City Declarationon Cultural Policies World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Mexico City, 26 July-6August 1982(visited10/06/2010).

9_   예컨대, Rock and Roll 문화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지만 이를 구성하는 Beatles 혹은 

Rolling Stones의 개별 음악은 사유재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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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유산보호협약의 정신이라 할 것이다.

2. 무형문화유산의 소유 주체

무형문화유산이라는 말은 유산heritage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서 그 의미를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왜냐면 무형문화유산에 지적재산권을 인정한

다면 신규성novelty, 차별성distinctiveness 혹은 독창성originality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데 유산이라는 개념을 대입하면 그런 참신성 혹은 원천성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유산이라 함은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어떤 무엇 특히 물질이나 가

치로 환산이 될 수 있는 것을 물려받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정신적’ 유산 같이 

유산이라는 단어 앞에 수식어를 붙임으로서 비물질을 물려받는 것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보면 아무리 위대한 부모나 조

부모 등을 두었다고 하여도 그 선조들의 권리를 수반하지 않는 비물질적 유산은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즉, 피카소의 후손이 그 천재적 재능을 물려받

았거나 헤겔의 후손이 변증법적 철학관을 물려받았다고 하여도 그런 것들은 법

적 보호의 객체가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같은 논리로 무형문화 ‘유산’에 있어서 어떤 개인이나 집단 혹은 공동체가 특

정 혹은 불특정 선조들로부터 무형의 자산을 물려받았을 경우 그것이 법적 보호의 

객체가 되지 않음은 명백하다. 더구나 무형문화유산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법적 보

호대상으로서 갖추어야 할 유산의 기본적 요건 즉, 무형문화의 소유권자가 누구인

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그 소유주가 정해졌다 해도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기본요건

인 가족관계나 명시적 유증의사 같은 것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유산은 성립하지 않

는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에서 사용하는 유산이라는 말은 법률적인 의미를 내포

하고 있지않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사적인 용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이 법적으로 보호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이 유산이 공유의 

영역public domain에 존재하는 공공재라는 뜻이다. 공공재라는 것은 물이나 공기처

럼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사용하거나 즐길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조선왕조실록

을 인용하여도 책을 지어 팔아도 저작권에 위반하지 않고 아리랑을 극장에서 돈

을 받고 수백번을 불러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이들 모두가 



271

무
형

문
화

유
산

 관
련

 지
적

재
산

권
 보

호
와

 공
동

체
의

 역
할

과
 과

제

공공영역에 존재하는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공공재를 이용하여 돈

을 크게 벌거나10) 특허를 출원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들이 있다. 약

초를 배합하거나 가공하여 치료를 하는 민간요법을 어떤 제약회사가 알아내어 

이를 특허를 출원하여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경우도 있

다.11) 

반면에 공공재를 보존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당사자들인 공동체, 단체, 

개인들에게는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어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시연하는 사람들은 다만 그 전통문화의 보

유계승자로서의 위치에 만족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이런 무형의 전통문화

를 상업적으로 활용하여 큰 돈을 벌어들이고 이름을 날리는 사람들을 바라만 보

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12) 그렇다면 세월이 갈 수록 무형의 전통문화를 보존하

려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결국은 그런 유산은 후대에 전승되지 못하고 사라질지

도 모르는 것이다.13)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문화자체는 공공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런 문

화 자체를 사유재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그런 큰 문화를 구

성하는 개개의 작품들 즉, 주제를 달리하는 개별 작품들은 뒤에 언급하는 바와 

같이 재산 소유주의 요건을 갖추어 공공영역에 존재하는 개별 작품들을 재산권

10_   Simon & Garfunkel은 영국의 민요인 Scarborough Fair를 불러 크게 돈을 벌었지만 이를 전수해준 영국의 

민요가수는 한 푼도 받을 권리가 없었다. 조용필의 ‘한오백년’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왜냐면 이들 노래

들이 무형문화유산으로 공공영역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그 보존과 실행의 주체를 특정지울 수 없었기 때

문이다.

11_   인도에서는 2001년에 민간사회에서 사용되던 tumeric이라는 식물을 이용한 치료법으로 미국 특허

를 출원하여 특허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나중에 이의를 제기한 인도의 전통지식 보존기관에 의

하여 그 특허가 취소 된 적이 있다. See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Consultation 

on Development of Traditional Medicine in the South East Asia Region, Pyongyang, DPR Korea,22-

24June2005 By Mr V.K. Gupta. 1. (visited on 10/05/2010). 이 사례에서는 전통지식을 직접적으로 보호하

려던 것이 아니고 특허권을 부여하는 기준인 신규성(novelty)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이유이므로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은 반사적인 이익을 얻은 셈이다.

12_   호주에서는 근래 개정입법을 통하여 민속예술(folkore)을 녹음할 때에 그 수행자(performer)가 대가를 받

지 않았다면 그 녹음에 대하여 부분적인 저작권을 인정한다고 한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하여 아주 

진보적인 입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에 관하여도 뒤에 언급하는 공정사용(fair use)과 비슷한 

예외가 있다고 한다. See T. Janke, Indigineou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Ownership of Copyright in 

T. Kono (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ntellectual Property: Communities, Cultural Divers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t 170, 2009.

13_   안동의 하회탈춤을 주제로 한 새로운 뮤지컬이 기획되고 있다. ‘난타’를 만든 PMC 프로덕션(대표 송

승환)은 안동 하회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탈’ 이라는 뮤지컬을 새로 선 보일 예정이라고 한다. See  

(10/10/2010visited).만약에 전통무형문화인 안동하회탈춤에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이는 저작권자의 허락

을 받아야만 하는 사항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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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체가 있는 것으로 전환 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런 경우에 지적재산권

의 기본요건인 신규성novelty, 차별성distinctiveness 혹은 독창성originality 등을 갖추기 

위하여 입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거나 원래의 작품을 새로운 형태로 재창조re-

creation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소유권의 주체를 정하고 지적재산권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ICH Convention이 탄생한 이유이며 그

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국가의 역할을 촉구한 것이 바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이다.14) 

3. 공동체의 소유권

현대의 지적재산권법 체계에서 소유의 주체가 누구이냐 하는 것은 그 자체

로서 큰 이슈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적 재산권에서 권리 소유의 주체는 법적으

로 판정이 날 때 까지는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적 재산권 소유의 주체는 다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사람이어야 한다. 

자연인이 되었든 법인이 되었든 사람이어야 한다. 물론 예외적으로 법인의 지위

에 이르지 못한 ‘사실상의 법인’도 소유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소유의 주체와 무형문화유산을 한데 모아 놓으면 다소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

게 된다. 

무형문화유산이 지적재산권의 객체가 된다고 가정한다면 무형문화를 누가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정선 아리랑의 저작권을 정선군민 모두가 

주장하고 강릉 단오제에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강릉시민 전부가 주장할 수 있을

까? 아프리카에 스와질랜드라는 나라에서는 무형문화유산으로 14세 이상 모든 

미혼 여성이 참여하는 갈대 축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에 관한 지적 재산권이 성립

한다면 과거와 현재에 미혼으로 참여했던 모든 여성국민이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결국 이 문제는 공동체의 정의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의 문제로 다

시 돌아온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유네스코에서 내린 ‘공동체’의 정의는 애매모호하

기 짝이 없다. 공동체에 관하여 명백하게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이유는 공동체가 

14_   See ICH Convention section III art.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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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나라 혹은 사회의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들 모두를 아우르는 명확한 개념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손

쉽게 공동체를 정의할 수 없다고 하여도 무형문화에 관하여 공동체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의 보존과 발전을 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재산의 소유권과 관련한 공동체의 범위를 결정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유네스코 

협약의 정신이다. 

유네스코 협약의 정신에 따라 무형문화유산의 주체를 정하여 이를 보존하

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동체에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이

다.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유네스코의 여러 가지 인위적 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있다.15) 그런 법인격을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공동체는: ① 

국가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법인격을 취득하거나;16) ② 법적 해석을 통하여 판례 

등에 의하여 법인격을 부여받거나; 혹은 ③ 스스로 결사체를 조직하여 법인격을 

취득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고 무형문화의 

소유권을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

지만 그럴 경우 법률관계를 상당히 복잡하게 하므로 좋은 방법은 아닐 것이다.17) 

이렇게 공동체가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여 모든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

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공동체 구성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현실적

인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대규모 공동체가 어떤 한 무형문화유산을 소유

하고 있을 경우 그 결사체를 구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결사체

를 구성할 때에 위에 언급한 ‘공동체’의 정의에 따라 역사적으로 공유하는 상호

연관성a shared historical relationship과 연결고리를 가진 사람들people of whose sense of identity 

or connectedness의 연결조직network이라는 기준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에 

관한 세부적 지침은 결국 해당 결사체를 준비하는 공동체와 이를 지원하는 관련 

15_   상세는 T. Kon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solved Issues 

and Unanswered Questions in T. Kono (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ntellectual Property: 

Communities, Cultural Divers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t 35, 2009 참조.

16_   See ICH Convention of 2003 art. 13 (d). 이 조항에서는 회원국들이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

절한 입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17_   복수의 사람들(법인을 포함)이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의 하나로 tenancy in common와 joint 

tenancy라는 것이 있다. 이는 복수의 사람들이 단일한 재산에 관하여 불가분적으로 재산을 공유하는 방

법이다. 즉, 열 사람이 하나의 재산을 tenancy in common이나 joint tenancy 형태로 소유한다면 각자 1/10

씩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분할 되기 전 까지는 열 명 모두가 재산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중첩적으

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형태는 규모가 큰 공동체(community) 보다는 단체(group)의 재산권을 인정

할 때에 더욱 적합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74

무
형

문
화

유
산

 보
호

와
 지

적
재

산
권

 -
 동

향
과

 과
제

행정기관의 노력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회원국들이 그런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바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촉구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을 경주하여 공동체가 법인격을 취득하여도 이를 조직적으로 관

리 운영하는 내부조직이 형성되어야 하고 구성원 총회와 이의 위임을 받은 이사

회와 같은 조직이 필요할 것이다.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따른 복잡한 법률관

계도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따라 보호조치

를 취하지 않을 때 보다 더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이는 재산권을 가지게 될 때에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연히 소요되는 비용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행 여러 나라의 법률적 제도를 살

펴 볼 때에 무형문화유산의 소유권과 법적인 보호의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어

떤 형태로든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이 선결 요건이라 하겠다.18) 

  

  

4. 단체와 개인의 소유권 

둘 이상의 개인이나 공동체 보다 더 적은 규모의 사람들이 모여 구성할 수 

있는 단체가 보유한 무형의 전통문화에 대하여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

가 하는 문제는 위의 공동체의 문제에서 본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단체에게는 

위의 공동체에서 언급한 방법에 의하여 법인격을 부여하거나 공동재산의 개념

tenancy in common 혹은 joint tenancy을 도입하면 될 것이다.19) 개인은 그 자체가 소유권

의 주체로 되는데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의 주체가 

되는 것에 관하여 특별히 논할 것은 없다. 다만 개인이 무형문화유산의 주체가 

된다고 할 경우에 다른 주체 즉, 단체나 공동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형의 전

통문화에 대하여 공공재의 성격을 부정하거나 제한하고 소유권의 주체로 인정

될 수 있는가의 문제만 남는 것이다. 

18_   무형문화의 소유권의 주체를 어떤 방법으로 인식 혹은 규정하여야 하느냐에 관하여 근대 서유럽을 중

심으로 발달되어 온 법률이론을 비판하는 견해도 있으나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SeeI.Mgbeoji, 

On the Shoulders of the “Other’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e 

Persistence of Indigenous Peoples’ Texts and Inter-Textsina Contextual Worldin T.Kono(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ntellectual Property : Communities, Cultural Divers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210 and 220, 2009.

19_   공동 소유에 관한 이 두개의 법률개념은 소유자간의 긴밀도나 대외적인 관계 그리고 상속 등에 관하여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으나 이런 점들은 무형문화유산의 소유권과 그 주체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할 

때에 그 상세를 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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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반 문제점
 

무형문화유산에 소유권의 주체를 인정하고 이를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객체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킨 다음 이를 보존하고 더욱 발전 시키는데에

는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 소유권의 주체를 결정하는 문제

가 위에서 토론한 바에 따라 해결되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그 무형문화유산을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객관화 시키는 작업

이라 할 것이다.20) 즉, 특허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무형문화유산을 응용application

하여 이를 어떤 생산품product이나 과정process로 변환을 시키지 않으면 보호의 객

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상표권의 경우에는 등록을 하여야 하고 저작권의 경우

에는 저작권을 주장하고 보호의 대상이 될 것을 어떤 물질적인 형태로fixed in any 

tangible medium of expression 바꾸어 놓지 않으면 보호의 객체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

이다. 판소리 같은 음악은 악보에 가지고 있어야 하고 소리는 녹음이라도 해 놓

아야 한다. 춤사위는 영상녹화를 해 놓거나 춤을 추는 방법을 기술한 책자라도 

있어야 그 저작권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란서 저작권법은 예외적으로 이런 물질적 형태가 없어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무형문화유산과 저작권법의 관계에서 깊이 참고할 사항이라 하

겠다.21) 

그 다음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형문화유산의 소

유 주체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신규성novelty, 차별성distinctiveness, 독

창성originality과 같은 지적 재산권이 될 수 있는 개관적 기준을 어떻게 충족시키

느냐의 문제이다. 무형문화유산은 그 언어 자체에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오랜 세월을 두고 형성이 된 문화이므로 그것을 지적재산권 보호의 기준을 충족

시키기 위해 응용하거나 표현 매개체를 통해 표현을 해 놓더라도 과연 독창성이

나 신규성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문제는 일부

는 입법적 지원에 의하여 해결을 하고 일부는 재창조를 함으로서 지적재산권 형

20_   Idea 그 자체는 지적 재산권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21_   See T. Janke, supra note 12 at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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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기준을 통과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22)

또한 무형문화유산을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하여 배타적 소유

권을 공동체나 단체 혹은 개인 등에게 부여하는 경우 이의 배타적 남용이 우려

될 수 있다. 원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적 재산권에 관한 문제가 

등장한 것인데 어느 누군가가 배타적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원래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이 무형문화유산이 널리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을 수도 있는 것이다.23) 이 문제에 관한 심각

한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무형문화재유산에 재산권이 인정된다고 할 때에 소유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고찰이 있어야 한다. 미국법의 예로 든다면 특허는 17년,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자연인의 경우 생존기간과 사후 70년, 고용되어 창작한 경우 창작된 날로부터 

120년 혹은 출판된 날로부터 95년 등의 규정이 있다. 무형문화유산은 그 소유권

의 존손 기간을 어떠한 방법으로 규정하느냐 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

다. 왜냐면 전통문화는 오랜 세월을 두고 전승되어야 하는데 갑자기 일정기간에

만 재산적 권리를 인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22_   입법적 지원으로는 예컨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문화는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객체의 

기준을 심사함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통문화의 소유권의 주체를 인정한 날로 부터 신규

성이나 독창성을 가진 것으로 본다.”라는 법조문을 관련 법에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소유권의 주체가 무형의 전통문화를 재창조한다는 것은 무형의 전통문화를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객체로 만드는 작업 예컨대, 영상녹화 혹은 음성녹음 등의 과정에서 전통적인 방법과 더불어 독창성

의 기준에 부합될 수 있는 다소 변형된 여러가지 형태의 시연을 하여 그것을 매개체적 자료로 남겨 놓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3_   저작권법위반의 예외로 공정사용(fair use)라는 것이 있다. 이 원칙은 영리목적이 아닌 예컨대, 교육활동, 

보도활동, 문학적 비평, 풍자, 그리고 언론의 자유 등과 관련된 사용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사용하여

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이 지적재산권을 인정받는 경우 무형문화유

산 그 자체의 역사성과 공공성을 감안하여 침해가 면제되는 범위를 일반의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것 보

다 더욱 넓게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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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는 말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무형문화유산을 지적 재산권을 통하여 보호하려

고 할 경우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을 보

호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지적 재산권을 사용하여야 한다면 공동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은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면 공동체는 무형문화 소유

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보호의 객체이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서 권고한 바에 따라 국

가가 여러 가지 보호수단을 강구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공동

체가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에 비로소 공동체가 자신의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우선 무형문화유산의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

하는 일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이 지적재산권 보호의 객체가 될 

수 있도록 법률적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ends and Challenges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 - 동향과 과제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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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무형문화유산에 대

한 일반의 의식을 제고하고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전통문화표현물, 민간전승물, 전통지식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지난 10년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뜨거운 화제였다. 본 논의는 오래전에 창조되어 그 

무형문화유산의 창작자(들)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거나, 공동체의 여러 구성원에  

의해 연행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다.

유형문화유산의 소유권은 무형문화유산보다 법적으로 쉽게 정의된다. 예를 

들어, 자연유적지 또는 문화유적지, 물질적인 유물의 소유권은 기존의 법제도를 

이용하여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항상 변화하고 재창조되며 많은 

사람들에 의해 유지되는 무형문화유산의 경우, 그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수의 공동체 구성원에 의해 유지되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하여 개발

권 및 소유권을 처분할 권리를 내포하는 서양의 ‘소유권’ 개념을 적용하기 어려

운 경우가 많다. 사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책임custodianship과 관련해서는 ‘관리

stewardship’의 개념이 ‘소유ownership’의 개념보다 더 적절할 수 있다.  무형문화와 관

련해서 ‘문화적 자산’이라는 용어는 ‘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용어에 

의해서 거의 대체되었다.

2003

유네스코 목록 등재관련 
      지적재산권 문제-인도네시아 사례

가우라 만차차리타디푸라

인도네시아 크리스사무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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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지적재산권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지식이나 권한이 없다. 이 주제는 학식있는 다른 발표자가 

다룰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인도네시아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는 

무형문화유산이 전통에 기반한 지적 창조의 원천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조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최종안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전권을 가지

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았다. 협약문을 

조율한 사람들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협약의 규정이 기존 또는 앞으로의 어떠

한 법적 수단과도 중복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하여 유의하였다.1) 그러나 협약문

에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Ⅰ.   무형문화유산의 특정 부분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전통 규칙의 존중

특히 ‘신성하고 비밀스러운’ 지식이라고 분류된 경우는 아래와 같이 언급되

고 규정되었다.

라.   다음을 목표로 하는 법적,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마련한다. 

     (2)   무형문화유산의 특정 양상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여 왔던 관행을 존중하면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을 제공2) 

상기 조항은 2003년 협약에 의해 확정된 세 가지 목록에 대한 등재신청서에 

반영되어 있다.3) 필자는 이에 대한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앙클룽 바훈Angklung 

Buhun은 인도네시아 반텐Banten주 카네케스Kanekes 마을 주민이 연주하는 대나무로 

만든 전통 악기이다. 이 마을의 전통법에 의하면 외부인은 카네케스 마을에 들어

1_   Blake, Janet, Commentary on the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stitute of Art and Law, 2006, Leicester, p.42

2_ 유네스코 2003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13조

3_ 유네스코 2003 협약 사무국, 양식 ICH-02, 5항 c. 및 양식 ICH-0의 관련 항과 ICH-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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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인

도네시아의 앙클룽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의 대표목록에 등재하

기 위한 절차로서 앙클룽 바훈을 녹

음하고 그 악기를 연주하는 바두이 

족Baduy을 인터뷰하기 위하여, 필자

가 소속된 추천연구단은 마을 사람들

을 외부로 초청하였고 주민들로부터 

앙클룽 바훈을 녹음하고 그들을 인터

뷰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았다.4) 

Ⅱ. 등재양식(Form ICH-07) 내용

이 양식은 2003년 협약에 의해 확정된 세 가지 목록에 대한 등재신청서에 필

수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부속문서이다.5) 이 양식의 제목은:

Cession of Rights and Register of Documentation Submitted as Part of 

a Nomination File for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or Representative List
유네스코 긴급보호목록과 대표목록 

등재신청서의 일부로써 제출된 권리양도 동의서 및 제출문서 목록 

이 양식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하기 위하여 유네스코에 제출

하는 등재신청서의 일부로써 사진과 시청각자료를 포함한다. 등재신청서에 기

입된 내용은 유네스코 목록에 등재될 때까지 유네스코 비밀서류를 취급하는 기

존 규칙을 적용받으며, 등재 이후에는 일반에 공개되고 유네스코 웹 사이트에 

수록된다.

4_   인도네시아의 앙클룽을 2009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 위한 추천서류 인도네시아

공화국복지부 정리.

5_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사무국, 양식 ICH-01, ICH-02 및 ICH-03.

인도네시아 반텐(Banten)주 카네케스(Kanekes) 
마을주민이 연주하는 앙클룽 부훈(Angklung 
Buhun) / 가우라 만카카리타디푸라 촬영 
ⓒ2009 인도네시아 문화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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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ICH-07의 관련부분은 아래와 같다:

ICH-07양식

권리양도 동의서 및 제출문서 목록

추천된 유산의 명칭: _______________________

제출 국가(단체): _______________________

1.   본인은 (성명 기입), ________________________, 이 문서로 유네스코에 언어와 전자문서

를 포함한 양식에 제한 없이 다음의 자료(전체 또는 부분으로서)의 사용, 출판, 재생산, 

배포, 전시, 소통 및 일반 공개에 대한 비배타적인 권리를 양도합니다. 본인이 유네스코

에 양도한 권리는 철회할 수 없으며 영구적으로 전세계에서 유효합니다.

사진(필요한 만큼 표의 줄을 늘릴 것)

식별기호 제목 또는 간단한 설명 일자 촬영자
  저작권 정보 : 
  ⓒ[연도] 이름  _____

시청각자료(필요한 만큼 표의 줄을 늘릴 것)

식별기호 제목 또는 간단한 설명 일자 촬영자
  저작권 정보 : 
  ⓒ[연도] 이름  _____

2.   또한 본인은 유네스코에 비상업적 교육 또는 공공정보를 위한 용도를 위하여 제 3자에게 

자료의 전체 또는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재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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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러한 권리는 자료가 사용될 때에 위에 언급된 크레딧이나 이와 동등한 정보가 제공된

다는 조건하에 양도됩니다.

4.   본인은 이 동의서의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권한 일체를 양도할 자격이 있으며 자료들

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함을 증명합니다. 

    a)   기존의 저작권 또는 특허를 어떤 방식으로든 위반하거나 침해하지 않고

    b)   묘사되거나 구체화된 유산에의 접근을 통제하는 어떠한 관습을 침해하지 않고, 외설

적이거나 비방, 명예훼손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일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유네스코에 대한 양도각서 원본에 서명을 한 후, 2부는 유네스코에 반송하고 한 부

는 본인이 보관하십시오)6)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상기 양식에 서명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유네스코는 

사용, 출판, 재생산, 배포, 전시, 소통 및 일반 공개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위반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지금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ICH-07 양식을 단순히 작성하고 기재

해왔다. 그러나 한 인도네시아의 법률전문가는 ICH-07 양식에 포함된 "철회할 

수 없는"과 "영구적으로" 라는 단어와 문구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지적재

산권 또는 저작권은 보통 영구히 주어지기 보다는 일정기간에 한해 부여된다.7) 

이 양식은 유네스코에게만 이러한 자료들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자료의 제

작자와 저작권의 소유자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6_   양식 ICH-07,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사무국

7_   Basuki Antariksa, 인도네시아 공화국 문화관광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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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재신청서에 대한 공동체의 ‘자유의사에 기반하고 사전

에 통보된 동의’에 대한 요구 

공동체의 참여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또 다른 요구사항은 등재신

청서에는 반드시 ‘자유의사에 기반하고 사전에 통보된 동의’에 대한 문서나 다른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는 것이다.8) 이를 위하여 인도네시아는 우선 인도네시아어

로된 등재신청서를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제시하였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였

으며, 2개 국어로 작성된 자유의사에 기반하고 설명이 주어진 사전동의서에 자

유롭게 서명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였다. 그러한 양식의 견

본은 이 발표문에 첨부되어 있다.

4. 무형문화유산 목록관리상의 지적재산권 존중

지적재산권이 고려되어야 할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다른 분야는 무형문화유

산의 목록이다. 무형문화유산 목록 작성시, 특히 사진과 시청각 자료를 포함하

고 이 정보가 웹사이트와 같은 공공영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지적

재산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

인도네시아 문화관광부는 최근에 시행한 “인도네시아의 무형문화유산 목록

Inventory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Indonesia”사업에서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가능성을 예상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각각의 문화유산 항목을 목록에 

기입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은 자료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지역민들이 그러한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에 반대할 확률도 존재한다. 이는 ‘신성한 비밀 지식’

이 목록에 포함됨으로써 일반에 공개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목

록자체는 존재하지만 목록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이는 2003년 협

약에 따라 무형문화유산의 특정부분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전통적인 규정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9) 

8_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사무국,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추천을 위한 양식 ICH-02, 5항.b 및 긴급한 

보호 양식 ICH-0, 우수사례목록 양식 ICH-03관련 항

9_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13조, (d) ii, 양식ICH-02 5항 c), 양식 ICH-01 및 ICH-03의 관련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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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록에 대한 (a) 공동체/조직/협회/기관, (b) 사회단체 

또는 (c) 개인과의 동의

참고 :

공동체/사회단체/개인들과 동의 하에 신성한 지식과 기술(비전해온)을 포함

하는 무형문화유산의 일부분은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러한 유산 역시 

인도네시아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것이다.10) 

요약하면,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에

서 담당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정의하거나 정립하는 것

보다는 일반의 인식을 제고하고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부분에 더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위의 4가지 예시에서 보듯이 2003년 협약은 그 시행에 있어서 지적재산

권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

10_   인도네시아 문화관광부 및 유네스코 자카르타 지부, 상게서, 목록 양식 및 제3장.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re for Asia and the Pacific



제3장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

정보화 이슈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ends and Challenges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 - 동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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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의의 배경과 목표

재 운영되고 있는 지적재산권법 체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상에 대해 

한정된 기간 동안만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무형문화유산은 지

적재산권법 체계가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대부분 공유의 영역public domain에 속하게 된다. 그 결과 해당 공동체에 속하지 않

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관련 공동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 무형문화유산을 왜곡하

여 사용하거나 또는 상업적 이용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을 공유하지 않는 사례들

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통적 공동체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그동안 유네스코UNESCO와 세계지적재

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왔고 지금도 계

속되고 있다.1) 특히 WIPO에서는 유전자원,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을 둘러싼 

1_   지적재산권법체계에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는 반세기에 가깝다. 1967년 베른협약 

개정을 위한 논의에서 민간전승물(folklore)의 보호를 위한 논의를 시작으로, 1976년 개발도상국을 위한 

튀니스 모델법, 1982년 WIPO-UNESCO 모델 규정이 채택되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WIPO에

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현

무형문화유산의 디지털 아카이브와 
                                   지적재산권

이철남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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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쟁점들에 관해, 1998년부터 1999년까지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의 

지적재산과 관련된 요구와 기대를 규명하기 위한 실제사례연구작업을 진행하였

고,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지적재산과 유전자원, 전통지식, 그리고 전통문화표

현물에 대한 정부간위원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2) 

국제기구에서의 논의와 함께, 개별 국가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관

한 국제적 논의를 자국 내에 소개하는 한편, 무형문화유산에 관련된 기관 및 공

동체들의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행위규범code, conduct 등을 소

개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3) 하지만,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무형문화유산을 보전하고 계승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처리에 관한 쟁

점은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4)

2003년 체결된 무형문화유산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은 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체약국들에게 자국이 처한 상황에 맞

추어 자국의 영토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목록inventory을 작성

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5) 이에 맞추어 문화재청은 국가

2_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오기석, 「전통문화표현물(TCEs/EoF)의 보호에 관한 국제 동향 연구」, 저작권위

원회, 2007. 12. 참조.

3_   독일의 경우 2000년부터 막스플랑크 연구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논의와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물이 Indigenous Heritage and Intellectual Property :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Silke von Lewinski, 2007) 에 집적되어 있으며, 전통적 공동체와 현대 사회가 공존하고 있는 오스

트레일리아의 경우 전통적 공동체의 문화에 접근, 이용하고 이를 활용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방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Emily Hudson, 「Cultural Institutions, Law and Indigenous Knowledge: A 

Legal Primer on the Management of Australian Indigenous Collections」, The University of MELBOURNE, 

ipria, 2006.). 이 밖에 인도(Shubha Chaudhuri,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in an Ethnomusicology 

Archive」, WIPO, 2009), 미국(Martin Skrydstrup , 「Towards Intellectual Property Guidelines and Best 

Practices for Recording and Digitiz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A Survey of Codes, Conduct and 

Challenges in North America」, WIPO, 2009) 등 다양한 국가에서 비슷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4_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서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특허청 등을 중심으로 일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저작권 문제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나 저작권위원회를 중심으

로 무형문화유산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논의가 있으나, WIPO 정부간 위원회의 논의 등을 소개하거

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논의에 그치고 있어, 무형문화유산의 기록화 작업 등에서의 이

해관계나 지켜야 할 규범 등에 대한 논의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5_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ticle 12 - Inventories

      1.   To ensure identification with a view to safeguarding, each State Party shall draw up, in a manner geared 

to its own situation, one or more inventories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esent in its territory. 

These inventories shall be regularly updated.

      2.   When each State Party periodically submits its report to the Committe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9, it 

shall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on such inven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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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을 만들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6) 

이 글은 무형문화유산을 기록화하고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

게 되는 법적 쟁점, 특히 지적재산권 쟁점들을 분석하고 있다. 보다 체계적인 분

석을 위해 보호의 대상(권리의 객체), 수혜자(권리의 주체), 보호의 방법(권리의 

내용)이라는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 틀frame을 바탕으로 현재

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졌던 무형문화유산 기록화/아카이브 사례(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 작업 등)를 점검해 보고,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끝맺

고자 한다. 

Ⅱ. 논의의 대상과 틀

1. 무형문화유산의 기록화/아카이브와 이해관계

무형문화유산과 지적재산권, 특히 무형문화유산의 기록화 과정에서 지적재

산권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형문화유산이 기록 및 수집되어 활용되는 일

반적인 형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7) 

 

6_   아울러, 아태무형유산센터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기록화 작업을 지

원하고 있다. 박원모,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과 지역 연구의 과제』, 2010. 9. 10. 아태지역 무형유산보호를 위한 국내 전문가 회의 자료집. 

7_   함한희, 「무형문화유산의 아카이브 필요성과 발전방향 - 전통지식의 보존과 활용」, 『무형유산아카이브의 

현황과 발전방향 국제학술심포지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ICH

TCEs TK

기록물

기록물

기록물

무형문화유산 아카이브

ICH의 활용

무형문화유산 : 공동체, 그룹, 개인

기록물 : 기록자

아카이브 : 연구소, 박물관 등

활용 : 이용자

전통의약지식
TMK

민간전승물
Folklore

유전자원
Genetic Resources

전통지식
Traditional Knowledge

그림1 ICH 기록화/아카이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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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의 기록 및 수집, 활용과정에서의 이해관계인은 그림과 같이 

단순화해 볼 수 있다. 

2. 분석의 틀

지적재산권도 재산권 또는 권리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권리의 객체(보

호대상), 권리의 주체(수혜자) 및 권리

의 내용(보호방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무엇을 보호할 것

인가,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인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관점

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기록화/아카이

브에 관한 법적 쟁점들을 체크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의 슬램덩크 

사례는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

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것

인데, 사진의 대상이 된 농구경기에까

지 논의를 확장하면 무형문화유산의 지적재산권 논의체계와 유사한 쟁점들이 

발생한다. 권리의 객체 측면에서는 농구경기 그 자체가 보호대상이 되는가, 농

구선수들의 플레이가 하나의 공연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가 등의 쟁점이 있을 

수 있다. 권리의 주체 측면에서는 누가(농구선수 개인, 선수협의회, 구단, NBA, 

심판, 관중 등)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의 쟁점이 발생한다. 권리의 내용 측면에서

는 과연 어떠한 권리(인격권, 재산권 등)를 부여할 것인가의 쟁점이 있다.  

ICH

TCEs TK

기록물

기록물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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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CH 기록화/아카이브의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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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쟁점

1. 권리의 객체

먼저 권리의 객체, 즉 보호대상의 측면에서 살펴보자. 앞에서 보았던 무형문

화유산의 기록화 과정을 놓고 보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만한 부분으로 무형

문화유산 그 자체, 무형문화유산의 기록물, 기록물들을 체계적으로 모아둔 아카

이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 그 자체

보호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무

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을 “공동체, 집단 및 개인들이 그들의 문

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실행practices, 표출representations, 표현expressions, 지

식knowledge 및 기술skills과, 이와 관련된 도구instruments, 사물objects, 유물artefacts 

및 문화공간cultural spaces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8) 이들을 유

형화하면 a)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체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

현; b) 공연 예술; c) 사회적 실행, 의식, 그리고 축제; d) 자연과 우주에 대

한 지식 및 관습; e) 전통적 공예 기술로 분류된다.9) 그런데, 유네스코가 이

해하는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계속 변화하

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비슷한 것이다. 즉 “세대를 통해 전해오는 이 무형

문화유산은 공동체와 집단이 그들의 환경에 대한 반응, 자연과의 교류, 존

재의 역사적 조건에 대응하여 끊임없이 재창조하며 이들에게 정체성 및 지

속성을 제공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시키

8_   Article 2 - Definitions. 

      1.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eans the practices, representations, expressions, knowledge, skills - as 

well as the instruments, objects, artefacts and cultural spaces associated therewith - that communities, groups 

and, in some cases, individuals recognize as part of their cultural heritage. 

9_   Article 2 - Definitions. 

      2.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defined in paragraph 1 above, is manifested inter alia in the following 

domains: (a) oral traditions and expressions, including language as a vehicle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 performing arts; (c) social practices, rituals and festive events; (d) 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 (e) traditional craftsma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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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10)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이해하는 무형문화유산은 보호safeguarding의 

대상으로서는 몰라도, 권리의 객체로 취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11) 

WIPO에서의 논의는 약간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선 무형문화유산을 포괄

적으로 보지 않고 유전자원,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로 나누어 보고 있다.12) 

이와 같이 나누어 살펴보고 있는 것은 WIPO가 저작권, 특허권 등 기존의 지적

재산권 체계에 익숙하기 때문일 게다. 이들 중 전통문화표현물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은 무형문화유산 그 자체가 아니라, 외부에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일정

한 형태forms를 띤 것을 의미한다.13) 

이것은 저작권 보호체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내용이다. 반면, 전통지식

Traditional Knowledge은 전통적 컨텍스트에서의 지적 활동의 결과인 지식의 내용

10_   Article 2 - Definitions. 

       1.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Thi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ansmit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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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us 

promoting respect for cultural diversity and human creativity. 

11_   무형문화유산 또는 전통지식과 IP, SUI GENERIS FORMS에 대해서는 Christopher Arup, “How Are the 

Different Views of Tradktinal Knowledge Linked by International law and Global Governance?”, Christoph 

Antons (ed), 「Traditional Knowledg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the 

Asia-Pacific Region」,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09., p.73-74.

12_   Christoph Antons, 「The International Debate about Traditional Knowledge and Approaches in the Asia-

Pachifc Region」, Christoph Antons (ed), 「Traditional Knowledg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the Asia-Pacific Region」,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09., p.51.

13_   WIPO, Revised Draft Provisions for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ARTICLE 1: SUBJECT MATTER OF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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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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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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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또는 실체substance이다.14)15) 특허법이나 영업비밀로 보호하기에 적합한 형

태이다.16)

무형문화유산과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의 관계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

게 볼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세 가지 모두 고유의 영역을 가지면서 일

부 중복된 부분이 있는 형태이다. 다른 한편, 전통지식의 범주를 넓게 이해하는 

견해는 전통문화표현물을 전통지식의 일부로 보기도 한다.17)

  

무형문화유산의 기록물과 아카이브

특히 기록화과정에서 중요한 보호대상은 무형문화유산의 기록물과 이들을 

체계화한 아카이브 등이다. 예를 들어 구술기록, 도서, 녹음물, 영상물 등의 경우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아카이브는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데이

터베이스로서, 또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14_   For the purpose of these principles only, the term ‘traditional knowledge’ refers to the content or substance 

of knowledge resulting from intellectual activity in a traditional context, and includes the know-how, 

skills, innovations, practices and learning that form part of traditional knowledge systems, and knowledge 

embodying traditional lifestyles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or contained in codified knowledge 

systems passed between generations. It is not limited to any specific technical field, and may include 

agricultural, environmental and medicinal knowledge, and any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15_   Christoph Antons, 「The International Debate about Traditional Knowledge and Approaches in the Asia-

Pachifc Region」, Christoph Antons (ed), 「Traditional Knowledg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the Asia-Pacific Region」,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09. 

16_   WIPO에서의 논의 내용은 ICH 협약상의 무형문화유산 전반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WIPO가 현재의 지적재산권법 보호체계에 익숙하고, 선진국들의 이해관계에 얽혀있다는 한계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17_   Christoph Antons, p.39. “...holistic concepts of knowledge and knowledge transmission and they 

encompass everything from artistic, literary and oral cultural expressions to signs and symbols to traditional 

medicines, plants, agricultural knowledge and knowledge about biodiversity and th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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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기록물

무형문화유산 아카이브

ICH의 활용

무형문화유산 : 공동체, 그룹, 개인

기록물 : 기록자

아카이브 : 연구소, 박물관 등

활용 : 이용자

전통의약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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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승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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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ICH, TCEs, TK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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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의 주체

보호의 대상이 정해진 후에는 보호를 통해 발생하는 혜택을 누구에게 귀속

시킬 것인가, 즉 권리의 주체에 관한 쟁점이 발생한다.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자

먼저 무형문화유산 그 자체를 놓고 보면, 그러한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 그룹, 개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18) 아울러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15조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생산, 보존 및 전승의 주체가 토착 공동체 및 집

단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가능한 한 이들의 폭

넓은 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19) 그런데, 권리의 귀

속주체는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상의 공동

체 등의 개념은 매우 모호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WIPO에서의 논의에서도 권리의 주체, 수혜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

다. 전통문화표현물의 경우에는 토착민과 공동체, 개별적인 그룹, 가족, 종족, 

국가, 전통적/문화적 공동체 또는 국가 등이 수혜자로 거론되고 있다.20) 전통지

식의 경우 공동체가 수혜자로 논의된다.21)

18_   ICH 협약에서도 무형문화유산을 정의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공동체, 그룹, 개인을 설정하고 있다. “that 

communities, groups and, in some cases, individuals recognize as part of their cultural heritage.”

19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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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_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should be 

for the benefit of the indigenous peoples and communities, individual groups, families, tribes, nations and 

traditional and other cultural communities or the nation/ or the countries, to which a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expression of folklore is specific

     a)   in whom the custody, care and safeguarding of the TCEs/EoF are [entrusted] existing in accordance with 

their customary law [and] or practices; and

     b)   who maintain, control, use or develop th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as being 

[characteristic] authentic and genuine of their cultural and social identity and cultural heritage.

21_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should benefit the communities who generate, preserve and transmit 

the knowledge in a traditional and intergenerational context, who are associated with it and who identify 

with it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Protection should accordingly benefit the indigenous and traditional 

communities themselves that hold traditional knowledge in this manner, as well as recognized individuals 

within these communities and peoples. Entitlement to the benefits of protection should, as far as possible 

and appropriate, take account of the customary protocols, understandings, laws and practices of these 

communities and peo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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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의 기록자 및 아카이브 구축자

무형문화유산의 기록물이나 아카이브의 경우에는 권리주체의 범위가 보다 

확대된다. 기록의 대상이 된 공동체, 그룹, 개인들뿐만 아니라 기록을 담당했던 

기관 또는 개인이 권리의 주체에 포함된다. 그리고 아카이브를 구축한 기관 또

는 개인들 까지도 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3. 권리의 내용

무형문화유산의 보호safeguarding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공동체들 간에서 새로운 대화를 위해 생성시키는 

환경과 더불어 세계화의 과정과 사회적 변형의 과정이 특히 그 유산의 보전을 

위한 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편협의 현상처럼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훼손, 상

실, 파괴라는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을 위해 당

사국들이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 ‘보호safeguarding’은 특히 공식적 비공

식적 교육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을 확인, 문서화, 연구, 보호, 보호, 증진, 전수 

등 이의 구현을 위한 조치를 의미한다.22) 이상과 같은 협약의 취지와 내용을 볼 

때 국가가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할 의무는 있지만, 해당 공동체 등이 갖는 특별

한 ‘권리’를 설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적재산권법 등 현행법 체계에 의한 보호

무형문화유산과 그것의 기록물 및 아카이브는 지적재산권법 등 현행법 체계

에 의해서 일정부분 보호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무형문화유산의 기록물 대다

수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며, 기록물을 수집한 아카이브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온라인디지털컨텐츠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실연자들의 경우 저작권법상

의 저작인접권, 또는 초상권 등 일반적인 인격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표권, 지리적 표시 등을 통해 일정부분 보호가 가능하다. 

22_   Article 2 - Definition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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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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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무형문화유산 그 자체를 현행 지적재산권법 체계에 의해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무형문화유산 그 자체는 대부분 공유의 영역public domain에 

속하기 때문에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받기 어렵다. 예를 들어, 무형문화재 그 자

체의 ‘원형’이 있다면, 그 원형은 대부분 저작재산권이 소멸되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지적재산권법 체계는 권리자가 명확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무형문

화유산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전통적인 예술적 유산으로 저작자를 특정하기

가 쉽지 않다. 이 밖에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

적으로 출원하고 등록을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전통적 공동체는 산업재산권

의 출원에 관심이 없거나 여력이 없다. 특허권의 경우에는 신규성 상실로 보호

받기 어렵다. 

특별법에 의한 보호여부

WIPO에서의 논의는 현행 지적재산권법 체계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적

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시작한다. WIPO의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들은 그

들의 전통적인 문학 및 예술 작품들을 모욕하거나 훼손하는 형태로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할 뿐 아니라, 무단으로 복제, 수정, 배포, 공연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과; 

공예품, 특별히 그들의 스타일을 보호할 것과; 출처, 제조자 등에 대해 허위로 

표시하거나 오도하는 것을 금지할 것과; 전통적인 기호나 상징물을 함부로 사용

하지 못하도록 할 것 등을 요구해 왔다.23) 요구 사항들은 현재의 초안에 일부 반

영되어 있다.24) 

WIPO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은 전통문화표현물 또는 전통지식과 관련

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하는 형태로 무형문화유

산의 보호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서의 보호safeguarding과

는 논의의 차원이 다르다. 예를 들면 전통문화표현물의 경우 전통문화표현물이 

유래된 관련 공동체를 표시하고, 왜곡하거나 훼손 그 밖에 품격을 손상시키는 

형태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허위, 혼동, 오도하는 

표시를 하지 말 것, 수익이 발생할 경우 공동체에 보상하거나 이익을 공유할 것,

23_   WIPO 관련 문서 참조.

24_   ARTICLE 3: ACTS OF MISAPPROPRIATION (SCOPE OF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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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로 유지 되고 있는 전통문화표현물을 함부로 공개하지 말 것과, 지적재산

권을 행사하지 말 것 등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25) 

25_   ARTICLE 3: ACTS OF MISAPPROPRIATION (SCOPE OF PROTECTION)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of particular value or significance

      (a)   In respect of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of particular cultural or spiritual 

value or significance to a community, and which have been registered or notified as referred to in 

Article 7, there shall be adequate and effective legal and practical measures to ensure that the relevant 

community can prevent the following acts taking place without its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i)   in respect of such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other than words, signs, names 

and symbols:

          -   the reproduction, publication, adaptation, broadcasting, public performance, communication to the 

public, distribution, rental,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and fixation (including by still photography) 

of th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or derivatives thereof;

          -   any use of th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or adaptation thereof which 

does not acknowledge in an appropriate way the community as the source of th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   any distortion, mutilation or other modification of, or other derogatory action in relation to, th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   the acquisition or exercise of IP rights over th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or adaptations thereof;

      (ii)   in respect of words, signs, names and symbols which are such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expressions of folklore, any use of th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or 

derivatives thereof, or the acquisition or exercise of IP rights over th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expressions of folklore or derivatives thereof, which disparages, offends or falsely suggests a connection 

with the community concerned, or brings the community into contempt or disrepute;

       Other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b)   In respect of the use and exploitation of other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not registered or notified as referred to in Article 7, there shall be adequate and effective legal and 

practical measures to ensure that:

      (i)   the relevant community is identified as the source of any work or other production adapted from th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expression of folklore; 

      (ii)   any distortion, mutilation or other modification of, or other derogatory action in relation to, a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expression of folklore can be prevented and/or is subject to civil or 

criminal sanctions;

      (iii)   any false, confusing or misleading indications or allegations which, in relation to goods or services that 

refer to, draw upon or evoke th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expression of folklore of a community, 

suggest any endorsement by or linkage with that community, can be prevented and/or is subject to civil 

or criminal sanctions; and

      (iv)   where the use or exploitation is for gainful intent, there should be equitable remuneration or benefit-

sharing on terms determined by the Agency referred to in Article 4 in consultation with the relevant 

community; and Secret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c)   There shall be adequate and effective legal and practical measures to ensure that communities have 

the means to prevent the unauthorized disclosure, subsequent use of and acquisition and exercise of IP 

rights over secret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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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향후 과제

무형문화유산을 기록하여 도서관, 박물관, 국가기록원 등에 보관한 후, 단순

히 연구목적으로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쟁점들이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요즘과 같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디

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특히 저작권에 관한 쟁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더 나아가 상업적

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과거의 기록화 작업과는 달

리, 무형문화유산의 디지털 아카이브 작업은 사전에 지적재산권 쟁점들을 염두

에 두고 진행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크게 두가지 점에서 접근해 본다. 첫 번째는 

무형문화유산 그 자체에 관한 보호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된 WIPO에서의 논의, 

즉 유전자원,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에 관한 최근의 논의동향을 파악하고, 

주요국의 입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태지역에서 무형문화유산을 이미 

국내법 수준에서 일정정도 보호하고 있는 국가들(아세안26), 호주/뉴질랜드, 인도 

등)의 제도운영 현황, 최근의 논의 동향 등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아

태무형유산센터의 활동과 관련하여 특히 그러하다.) 그 과정에서 국내에서의 관

련 논의를 심화시키고, 지적재산권법 체계를 통해 보호해야할 무형문화유산의 

대상, 권리의 귀속 및 내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

다. 필요하다면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무형문화유산 기록화/아카이브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쟁점을 정리

하고 관계자들에게 적절한 가이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가이드에는 무형문화

유산에 관한 연구자, 채집자, 박물관 등이 기록화 작업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27) 

적절한 가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및 기록화 과정

에 서의 이해관계와 지적재산권 관련 쟁점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할 필

26_   인도네시아의 1982년 저작권법은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권리를 정부가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한

다.Christoph Antons (ed.), p.53.

27_   ARTICLE 5: EXCEPTIONS AND LIMITATIONS

      (a)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TCEs/EoF should:

      (iii) not apply to utilizations of TCEs/EoF in the following cases:

       -   the making of recordings and other reproductions of TCEs/EoF for purposes of their inclusion in an 

archive or inventory for noncommercial cultural heritage safeguarding purpos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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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개인적 견해로는, 특히 정부의 지원을 통해 만들어지고 구축된 기록

물/아카이브는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를 위해 무형문화유산

과 그 기록물, 아카이브에 대한 국가의 지적재산권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 본다.28)

28_   중요무형문화재 기록사업 결과물, KBS 영상물 등의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BBC의 사례조사.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ends and Challenges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 - 동향과 과제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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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통지식이란 전통적 공동체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전통지식은 지역법, 관습 및 전통 하에 수세기 동안 세대에서 세대로 전

승되고 개발되어 왔다. 이런 전통지식은 식품안전, 농업개발 및 의료치료와 같

은 핵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또한 여전히 하고 있다. 

서구 과학은 일반적으로 전통지식의 중요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 

사용과 관련하여 어떤 의무도 부여하지 않았고, 공동체의 생활환경 및 문화가치

를 파괴하며, 전통지식의 손실을 가속화시켰다. 그러나 최근에 서구 과학은 전

통지식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전통지식이 현대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유용한 해결점을 발견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전통지식은 가치 있는 지식의 원천으로서의 점증하는 인식에도 불구

하고 일반적으로 서구 지적재산권법제 하에서는 공유의 영역public domain 즉, 자

유롭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정보로서 취급되었다. 더욱이 어떤 경우에는 다

양한 형태의 전통지식이 연구자와 기업에 의하여 지식의 창설자나 소유자에게 

어떤 보상도 없이 지적재산권법제하에서 도용되어 왔다. 

전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적재산권의 보호-한의학 DB 사례

고광국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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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통지식은 그것을 개발하고 보존한 공동체와 문화에 대한 소중한 

유산이다. 대개의 전통지식은 서면에 의한 보존보다는 개인의 관찰과 경험을 통

해 습득되어 구전에 의해 계승되고 있다. 이처럼 전통지식은 원칙적으로 공중의 

영역에서 개방되어 있다 보니 특정 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누구나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그 결과 누가 그 지식의 소유자인지를 규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생물다양성의 보존, 이들의 지속적 이용 및 유전자원의 이용에 의하

여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한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이 1992년 채택된 이후 전통지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

라 수많은 학자,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및 정부기관의 노력에 의하여 전통지식

의 보호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었다. 특히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를 중심으로 전통지식의 보호문제가 빈번히 논의되어 왔

으며, 전통지식을 지적재산권의 일부로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개도국을 

중심으로 적극 개진되고 있다.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예술기구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는 2003년 파리에서 개최 된 유네스코 총회에서 지금까지 무

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구속력 있는 다자간 협약이 없음에 유의하여 ‘무형문화

유산 보호 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e Heritage’을 체결하였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제11조는 각 당사국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

여 ‘필요한 조치the necessary measures’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 12조는 각 당사국은 자기 영토 내에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하나 또는 그 이상

의 ‘목록’inventory을 작성하여야하며 이 목록은 정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으로 7건이 등재되어 있으며 

독일(11건), 오스트리아(10건), 폴란드·러시아(9건), 멕시코(8건)에 뒤이어 프랑

스, 덴마크와 더불어 공동 세계 6위로 세계가 그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해야할 무

형유산을 풍부히 가지고 있는 나라로 인정받고 있다. 등재된 7건 중에 특히 이 

발표와 관련된 전통의약지식을 집대성한 의서인 ‘동의보감’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 전통의약인 한의학의 데이터베이스화의 지적재산권에 관련하여 

첫째, 모든 한의약지식의 공유화로 인한 지적재산권 보호의 불능 문제 둘째, 전

통지식의 공통적 특성상 발생하는 한의약 특수처방인 비방의 전수 즉 기록화 되

지 않은 지식의 보호 육성의 문제 셋째, 전통의약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경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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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 있는 중국과의 원조originality의 다툼 문제 넷째, 정보공유의 문제 등이 거

론된다. 따라서 이 발표에서는 이러한 쟁점에 대하여 그 내용 파악과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Ⅱ.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적재산권의 보호

전통지식의 개념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는 것은 보호의 대상 및 범위 확정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전통지식의 개념정의를 내리

기 어려운 이유는 이를 다른 종류의 지식과 구분하여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리하여 단순히 전통지식은 ‘토착 및 전통적 지역공동체Indigenous 

and traditional community’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의 총칭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개념정의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생물다양

성협약 제8조(j)는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가지는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의 지식

knowledge·혁신적 기술innovations 및 관행practices”이라는 문구를 두고 있다. 그리하

여 생물다양성협약 제8조(j)를 고려한다면 전통지식은 “전통적 지식, 혁신적 기

술 및 관행”의 준말로 이해될 수 있다.

WIPO는 전통지식을 전통에 기반을 둔 문학, 예술, 또는 과학저작물, 실현, 

발명, 과학적 발견, 디자인, 마크, 명칭 및 심벌, 비공개 정보 및 산업, 과학, 문

학 또는 예술분야에서의 지적 활동으로부터 나오는 기타 모든 전통에 기반을 둔 

혁신과 창조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과 비교할 개념으로는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과 ‘민

간전승물folklore’ 또는 ‘민간전승표현물expression of folklore’이 있다. 우선 유전자원이

라 함은 유전정보를 비롯한 각종 생물정보의 추출이 가능한 모든 대상의 자원을 

뜻한다. 생물다양성협약CBD의 경우에도 유전자원을 실제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가진 유전물질genetic material로 정의하고 있다. 민간전승물은 전통지식 중 전통적

으로 내려오는 예술적인 형태의 표현물을 의미하며 전통표현미술물, 전통음악

표현물 및 전통문학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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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전통지식은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온 지식의 총칭이다. 그러므로 

전통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지적 활동의 산물이면 전통지식에 포함된다. 이러

한 전통지식의 개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통지식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상당히 많으며,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한의약을 들 수 있다. 

전통지식 중 전통의약 관련 전통지식은 지적재산권적 보호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전통지식의 구체적인 예로서 국제무대에서 빈번히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전통의약지식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는 단순히 선행기술로서의 정보제공과 이

를 통한 잘못된 특허의 방지라는 목적 이외에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전통의약 

관련 전통지식을 토대로 한 발명을 창작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기초 자료로 널리 

제공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1. 한의학 데이터베이스 구축

우리 전통지식의 하나인 한의학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하여 살펴보기 전에 

다른 나라의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의 대표적인 예로 인도와 중국을 살펴보고

자 한다.

인도의 경우는 전통지식 디지털도서관Traditional Knowledge Digital Library: TKDL

이 있다. TKDL 프로젝트에 의한 문서화는 전통지식을 갖지 않는 발명자의 특허

취득을 막는 역할을 하며, 인도의 국가적 관심사이다. 인도정부는 미국특허청이 

부여한 심황뿌리Turmeric과 바스마티Basmati 특허 및 유럽특허청이 부여한 님Neem 

특허의 취소를 전통지식 보유자라는 사유로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한편 중국은 1980년대부터 전통지식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작하여 현

재 50여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전통의약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전통지식, 전통의약지식, 민간전승물 및 유전자원의 관계>

ICH

TCEs TK

기록물

기록물

기록물

무형문화유산 아카이브

ICH의 활용

무형문화유산 : 공동체, 그룹, 개인

기록물 : 기록자

아카이브 : 연구소, 박물관 등

활용 : 이용자

전통의약지식
TMK

민간전승물
Folklore

유전자원
Genetic Resources

전통지식
Traditional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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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477,000건 이상의 중국 전통의약 의약서 초록 및 참고문헌을 보유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중의약, 침, 기공, 중국마사지, 건강증진 및 기타 사

항을 포괄하고 있다. 매년 42,000건 이상의 기록물이 이 시스템에 추가되고 있으

며, 중국어와 영어버전이 있다.

우리 국내의 전통지식 관련 데이터베이스 현황으로는 전통지식 관련 자료에 

대한 국·영문 DB를 구축하여 우리나라 및 해외 주요국의 특허청에서 관련 특

허심사 시 선행기술로 활용토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이 국내·외에서 우

리나라 전통지식과 관련된 특허권을 취득하여 사업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화하여 한의약 등 관련 분야 연구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학문 및 산업분야 발전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도별 DB 구축 내용 및 형태>(2003-2010년)

사업 명칭 세부내용 형태
파일

형식
수량

서비스

제공현황

2003년도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디지털화

o 한의고문헌정보

-   의방유취, 제중신편, 임원경제지 등 고의

서 163종의 원문 텍스트, 이미지, 해제

문자 XML 87,000면

웹이미지 JPG 50,000면

문자 XML 1,800매(해제)

o 한의치료기술정보

-   한방치료기술, 교육자료 등

문자 XML 5,000면
웹

이미지 JPG 10,000점

2004년도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디지털화

o 한의고문헌

-   의학문답류 한의학 희귀본, 귀중본 고서 

   157종의 원문 텍스트, 이미지, 해제

문자 XML 800만자

웹이미지 JPG 14,000면

문자 XML 1,800매(해제)

o 한의치료기술정보

-   처방집 등 한의 치료기술 관련 50종
문자 XML 원문1,300만자 웹

o 한의 용어사전

- 한의학 주요용어해설
문자 XML

텍스트600만

자
웹

o 한의학 용어 시소러스

- 한의학 시소러스 디스크립터
문자 XML

디스크립터

3,000개
웹

2005년도 

한의학

지식정보자원디

지털화

o 한의고문헌

-   한의학 희귀본, 귀중본 고서 47종의 원문 

텍스트, 이미지, 해제

문자 XML 150만자

웹이미지 JPG 7,500면

문자 XML 1,000매(해제)

o 한의전문의료정보

- 본초약재 텍스트, 이미지, 2D 플래쉬

문자 XML 4,000매

웹이미지 JPG 2,000점

2D SWF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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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명칭 세부내용 형태
파일

형식
수량

서비스

제공현황

2005년도 

한의학

지식정보자원디

지털화

o 한의건강의료정보

- 전통요법(식치, 도인, 금기)

문자 XML 2,000매
웹

이미지 JPG 500점

o 한의학 용어 시소러스

- 한의학 시소러스 디스크립터
문자 XML

디스크립터

3,000개
웹

 2007년도 

한의학

지식정보자원디

지털화

o 한의고문헌

-   한의학 희귀본, 귀중본 고서 14종의 원문 

텍스트, 이미지, 해제

문자 XML 44,446면

웹이미지 JPG 44,446면

문자 XML 1,000매(해제)

o 한의학 멀티미디어 정보

- 본초약재, 전통의약설화, 기공체조

동영상 WMV 30분
웹

2D SWF 70점

o 한의건강의료정보

- 전통요법(식치, 도인, 금기) 

문자 XML 2,000매
웹

이미지 JPG 500점

2008년도

한의고전명저 

총서DB구축

o 한의고문헌

-   청강의안/진양신방 등 전통의학 고문헌 

314권

문자 XML 43,740면

웹

이미지 JPG 44,229면

o 한의건강의료정보

- 한반도 한의학정보/전통요법
문자 XML 2,015매

o 기공체조 동영상 동영상 WMV 30분

2009년도 

한의고전명저 

총서DB구축

o 한의고문헌

-   청강의안/동의보감 등 전통의학 고문헌

   276종 

문자 XML 38,800면

웹이미지 JPG 38,800면

o 기공체조 동영상 동영상 WMV 60분

2010년도

한의고전명저 

총서DB구축

o 한의고문헌

- 청강의안/고문헌

문자 XML   58,974면

웹이미지 JPG   58,974면

o 응용SW 기능개선

2. 한의학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적재산권의 보호

전통지식에 포함되는 전통의약지식은 보호할 가치가 높은 전통지식으로 인

식되고 있다. 20세기 중반에 출현한 만성질환, 암,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 난치성 

질환에 대해 서양의학 자체 내에서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고 또한 21세기 

들어 의약산업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변화되고 있어 비교적 안전하고 장기 복용 

가능한 전통의약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세계 의학기술의 선진국들은 전통의약지식과 유전자원에서 해결책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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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연구비, 인력과 첨단 기술을 투자해 많은 경제적 효과를 얻고 있으며, 전통의

약지식은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처럼 어려운 신약개발에 기초가 되어 발

명특허의 성공률을 높이게 되었다. 

전통지식에 기반을 둔 발명에 대하여 특허가 부여됨으로 전통지식 보유자

와 이를 활용하여 특허를 획득한 개발자간에 전통지식의 가치와 그에 기초한 특

허로부터 얻은 수익에 대한 이익배분에 관하여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전통의

약지식에 의한 신약개발이 특허되는 경우 그 이익은 대부분의 경우 신약개발자 

즉, 특허권자에게 독점되었고, 이렇게 되는 경우 전통지식보유자는 그 이익에서 

배제됨으로써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전통지식을 어떻게 보호하여야 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의한 보호는 방어적, 소극적 보호방안으로 전통지식·

유전자원의 재래적 전승자customary custodian 이외의 자들에 의하여 전통지식 등에 

대한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법익을 

지켜내는 소극적 보호방안에 해당한다. 보호대상의 권리취득 및 실시에 대한 것

이 아니므로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3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적극적 보호방안과 다르다.

소극적 보호방안을 채택한 국가의 예로 인도를 들 수 있다. 인도가 자국의 

전통의약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는 활동은 바로 ‘전통지식 디

지털도서관’을 통한 전통지식 문헌화 작업이다. 이는 전통지식 자체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것보다는 이것이 타국에 의해 침해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소극

적인 방어방법에 속하는 것으로, 전통지식을 보호하는 방법 중 또 하나의 축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고조선 때부터 독자적인 의약·의술이 발달되어 있었고, 삼한시

대·고려시대에는 민간경험을 통한 약방의학이 발달되었으며, 여기에 중국 의

서들을 받아들여 새롭게 체계화시켰다. 조선시대에는 독자적인 의학이 수립되

어 지금까지의 한의학으로 발달되어 왔으며 또한 우리의 유전자원인 약초와 의

서를 비롯하여 많은 민간비법 등의 전통의약지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

통의약지식 보호에는 지적재산권적 보호, 독자적 입법에 의한 보호 및 데이터베

이스 구축에 의한 방어적 보호 등이 있으며, 우리의 경우 디지털베이스 구축으

로 전통지식의 보유자가 아닌 타국에 의한 특허 취득을 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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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전통의약지식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쟁

점으로는 현재의 지적재산권체제 하에서 적극적으로 권리화 되지 못하는 점과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기반을 두고 전통지식의 보유자가 아닌 타국에 의

한 특허 취득의 문제가 있다.

이에 타국에 의한 특허 취득에 대한 대비책으로 인도의 전통지식 디지털도

서관TKDL을 들 수 있다. 전통의약관련 지식에 대한 포괄적인 DB를 구축해 놓

고, 그것을 디지털 형식으로 만들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검색가능하게 한다

면 이는 선행기술의 검색을 훨씬 용이하게 할 것이며, 결국 잘못된 특허가 부여

되는 경우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 기본적인 의도가 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여 Devinder Sharma는 TKDL이 결국 악용되고 말 것이며, 

안전한 대비책에 관하여 전 세계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프로젝트의 진

행을 멈출 것을 제안하고 있다. 대신에 현 시점에서 취해야 할 대안으로 중국과 

같이 특허법을 개정하여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만이 현재 가능한 최선의 방안이

라고 역설하고 있다.

위의 지적은 충분히 수긍이 가는 바가 있으나,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TKDL은 각국의 전통지식을 이용하여 쉽게 특허를 얻어내려는 많은 해적행위

자들에게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무효소송에서도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또한 역이용의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으나, 이는 어쩌면 보다 쉽고도 정확한 정보입수를 통해 전통의약에 대한 장

래 연구개발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인도의 

선진적인 작업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하여 공개수단·공개에 따른 권리가 적절히 관리

되어야 한다. 따라서 편집물로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에 전통지식의 방어적 보호

방법을 모색하는 것과 편집물 자체를 보호하는 것을 구별하여 다루어야 하며, 

편집물은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하여야한다.

현재 중국의 ‘중의 침구’의 문제가 한의학공정이라는 이름으로 거론되고 있

다. 중국은 2006년 중의 이론, 양생, 약재, 침구 등 8개 부분을 포괄한 중의학을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신청하였으나, 신청대상이 지나치게 넓

은 데다 난해하다는 이유로 등재가 보류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다시 2010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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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전통 침구를 분리해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유네스코에 신

청서를 제출했다. 중국의 이러한 일련의 행보는 전통의약의 경쟁국인 한의약에 

대한 우위를 주장하여 약 2,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세계전통의약시장을 선점하

려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통의약지식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더불어 동의보

감 등 전통의약 관련서적의 영역 등으로 세계 각국으로부터 한의학의 정통성을 

확보하여야하며 동시에 한의학의 세계무형유산 등재문제도 검토해야할 것이다. 

중국은 중의약박물관의 건립, 전통의학 전승반의 설립 등 국가적으로 중의학을 

집중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의학에 대한 보다 다양한 법적, 제도적 육

성책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육성책에는 비방 보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비방전수 교육생에 대한 배려, 한의약 데이터베이스 구축자에 대한 재

정적 지원 등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ends and Challenges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 - 동향과 과제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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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대 한국에서 불교문화는 수양과 정진을 강조하는 신앙체계로서 삶을 이

끄는 종교와 지나간 시대 삶의 궤적인 전통문화의 일부라는 두 양상으로 

존재한다. 역사적으로는 불교가 수용된 이래 고구려, 신라, 백제의 삼국을 관통

하는 공동영역으로서, 불교문화는 민족적 동질성을 규명하는 자료인 동시에 문

화적 교류관계와 독자성을 증명하는 시대의 증좌로 작용한다. 

현재 불교문화는 대개 유물과 유적 그리고 무형의 문화로서 지식 체계 안에 

수용되어 있다. 2006년도 조계종에서 발간한 『불교문화재 현황목록집』에 집계된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보 308점 중 173점인 56.4%가 불교문화재였다. 이 

가운데 71건은 국가, 62건은 조계종, 38건은 개인, 2건은 타종단 소유로 파악됐

다.1) 보물은 1,457점 가운데 935점인 65.3%가 불교문화재로서 조계종이 422점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시도유형문화재 2,219점 중 52.9%인 1,173점이 불교문화재

였다. 중요무형문화재는 제48호 단청장丹靑匠, 제50호 영산재靈山齋가 불교 내부

1_   「우리나라 문화재 절대 다수가 불교문화재」, 『인터넷현대불교 붓다신문』, 2006. 4. 27.

현

불교문화 디지털 콘텐츠 구축과 
                           지적재산권 보호 실태

조은정

한남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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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화이지만,2) 남사당의 근원지인 안성 청룡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연희演

戱와 사찰건축의 대목, 소목 등의 건축가와 장인 그리고 공예 등 주요한 무형문

화재 영역이 불교문화의 영역에 속하고 있다. 또한 현대의 속도전에 지친 사람

들이 추구하는 느린 삶, 소박한 밥상에의 추구는 사찰생활과 음식에 깊은 관심

을 표하게 되었고 생활인으로서 사찰생활을 체험하는 템플스테이가 유행하면서 

불교문화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전통문화의 보고로서 불교문화는 사찰의 전각과 탑, 부도, 내부 장엄, 그리

고 정원에 이르기까지 사찰 내외부 공간과 사물과 풍경소리가 울리는 공간 전체 

즉 환경으로 존재한다. 나아가 사찰에 머물며 수행하는 승려들의 의례와 생활 

자체도 문화 전반에 일종의 힘으로 작용한다. 그 힘의 자장은 불교가 갖는 인간 

내면에의 반영과 자연에의 합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 최근 법정

선사의 완벽한 자연에의 귀의로 마친 삶이 일상 생활인들에게 미친 영향은 바로 

그러한 불교의 긍정적인 작용을 보여주는 예이다. 

전통에 대한 관심은 문화유적지로서 사찰을 보게 하고 생활사에 대한 관심

은 승려들의 수행생활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된 다도와 같은 차 문화, 건강 요법

으로서 절 문화 등 다양하면서도 실용적인 방식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가시적인 

유적, 유물과 진행순서와 생산 과정이 드러나는 의례와 음식, 공예 등은 전통문

화의 콘텐츠로서 유효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리즘의 추세에 맞추어 서양

의 문화와 차별되어 동양적인 혹은 한국적인 전통으로서 돋보이기 좋은 영역으

로서 한국적 이미지로 선택되어 왔다.   

한국을 표상하는 상징으로서 불교문화의 유용성은 이제 실용성으로 넘어가

고 있다. 하지만 불교계 내부에서는 바쁜 생활에서 청량제 같은 숲속의 산책을 

스님과 함께하는 이동통신사 광고나 아이처럼 천진난만한 승려가 등장하는 초

콜릿 광고 등 불교문화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부각되기도 하지만, 인터넷에서 가

공되는 어떤 양상은 불교를 폄하하거나 오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불식하

지 못한다.3) 전통문화의 보존에서 활용으로 우회된 정책의 방향은 전통문화를 

상업적 목적에서 가공하고 활용하기를 장려하는 정책으로 확장되었다. 삶의 원

칙을 제시하는 불교가 일상에서 수용되는 방식과 달리, 전통의 틀을 입은 불교

문화가 활용의 차원에서 움직일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불교의 

2_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Detail_Result.jsp).

3_   조계종, 『불교문화재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세미나』, 20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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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포교라는 입장과는 달리 전통문화의 일부로서 불교문화를 고찰할 때 우

려되는 점은 그릇을 바꿈으로 인해 오해될 수 있는 본질에의 오도이다.

관 주도로 시작된 한국을 상징하는 전통문화를 찾기 시작한 시점에서부터 

이십여 년이 지났다.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여러 사이트에서는 전통문화를 콘텐

츠로 다루는 과정에서 불교문화를 직간접으로 포함할 수밖에 없다. 종교라는 형

식을 수용하거나 전통문화라는 내용만을 추려 담거나에 상관없이 불교문화는 

역사로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콘텐츠로 구축된 불교문화 관계 자

료를 찾아보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불교문화라는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이 

가동될 때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불교 내부의 참여가 봉쇄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은 전통문화의 올바

른 계승과 창달이라는 오래된 과제가 디지털과 가상의 세계로 전개되어가는 과

정에서 짚어보아야 할 도덕과 윤리 그리고 국익을 바탕으로 한 실리를 확인하는 

데 있다.  

Ⅱ. 불교문화의 디지털 콘텐츠 현황

불교문화를 디지털 콘텐츠화하는 과정은 문화에 대한 산업으로서의 인식을 

전제로 한다.  문화는 무기물 각 요소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

루며, 그 전체가 개성을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유기체를 닮았으나 문화에는 ‘가

치’라는 면이 있으며 이것이 통합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A. L. 크

로버가 주장하듯이 문화에 초유기성超有機性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를 통합형태configuration라 부르며, 개별문화에는 패턴pattern

이라든지 주제theme가 있다고 한다. 이질성과 독자성을 전제로 하는 복수複數의 

패턴은 저마다 장기간에 걸쳐 그 통합성을 유지하며 좀처럼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부의 여러 문화요소가 지닌 상관적 관련에 어떤 모순이 생기고 확대되

면, 그 통합성이 무너져 변화하게 되며 다른 통합형태가 형성된다. 그리하여 민

족성과 국민성도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는 변모한다.

문화의 패턴이 변하기 어렵다고는 해도 그 문화의 담당자에게는 의식적·무

의식적으로 인식되는 여러 문화요소(숨은 문화)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변하기 쉽

다. 특히 지식인의 역할에 주목하고 능동적인 문화정치의 필요성을 주창하며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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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모니 분석에 대한 논의를 전개시킨 그람시가 대중문화를 통한 사회에서의 실

천적 개입 가능의 통로를 발견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음을 본다. 현재 문화는 

이전에 없던 확장된 개념으로 인간사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

음을 본다.4)

 문화의 속성이 상징에 있음을 인지한다면, ‘한국의 문화상징’ 제정은 한국을 

이미지화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기는 하지만, 문화를 산업으로 연결하는 가

교 역할을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문화관광부가 제정한 ‘한국의 10대 문화상징’

에는 한글, 김치, 불고기, 한복, 석굴암, 불국사, 태권도, 고려인삼, 탈춤, 설악산

이 있었는데 후에 종묘제례악과 세계적 예술인을 포함하였다. 2005년부터 체계

화하여 정책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을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이를 실천적 

방안과 함께 산업화한 ‘한 스타일’은 한글, 한식, 한복, 한지, 한옥, 한국음악의 

여섯 분야로 축약되고 있다.5) 

한편 문화에 대한 기본 개념에 더하여 정책적인 용도에 의해 의미를 달리해

가는 과정을 ‘문화산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 초 문민정부에서 주창한 

한국적 개념으로서 문화의 시대, 정보 시대를 강조하며 소비를 촉진하는 여가문

화의 산업화를 주창하는 과정에서 부각된 개념이 ‘문화산업’이었던 것이다. 문화

를 산업으로 보는 시각은 프랑크푸르트학파 이후 공식화되었지만, 문화적 가공

물이 금전적 가치로 교환되기 위해 생산됨에 따라 문화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해

방적 기능을 감소시킨다는 비판과는 거리가 먼 데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후 

벤야민이나 맥루한의 논리에 힘입어 문화가 정보라는 개념으로 이동한 것처럼 

문화산업은 국민의 정부를 배경으로 하여 문화콘텐츠로 재정리되었다. 이는 외

환관리 이후 신지식인의 등장과 소규모 자본과 인적 자원을 기본으로 한 벤처기

업을 산업의 출구로 찾는 정황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잠재적이나마 시장을 형성

할 수 있는 지식의 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후 디지털미디어를 전제로 정

보화시대의 문화콘텐츠는 디지털콘텐츠라는 개념으로 정리되고 있다.   

근대국가로의 진입과정에서 국민, 국가 개념이 강조되었던 것처럼 디지털 

세계의 구축에서는 글로벌이나 경계를 무한한 언어와 상징으로 무장되어 있음

에도 그 이면에는 국민, 민족이라는 근대적인 개념이 더욱 강화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동서양 어느 나라나 자국의 콘텐츠를 구축하는 분야가 문화유산에

4_   조은정, 「문화연구와 미술사」, 『미술평단』 66호, 한국미술평론가협회, 2002. 9, pp.60-92.

5_   한스타일(http://www.han-sty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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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작되는 점은 그러한 면을 드러내 보여준다. 광석이나 곡식 등 원자료와 공

산품의 교환을 위하여 각축장을 벌이던 근대처럼, 현대는 가상의 공간에서 원천

소스와 가공된 콘텐츠라는 재화의 교환을 위하여 각축을 벌이는 것이다. 가공의 

공간에서  콘텐츠가 재화로 인식됨에 따라 가공의 자료가 되는 원천소스를 찾아

내고 개발하는 것에 부富를 창출하는 승패가 걸려있다. 예를 들어 ‘뮬란’은 디즈

니에서 가공함에 따라 신화의 주체인 동양의 몽고여인은 서양인이 생각하는 여

인으로 전락하여 영웅성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좀처럼 자국의 목적에 맞게 

가공될 기회를 맞기는 어려울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자국의 특징이 강한 전통을 가공하여 상품화하는 일련의 움직임으로서는 우

리나라에서는 2002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진행하는 ‘문화원형사업’이 대표

적인 예이다. 문화원형은 “민족문화의 고유성을 표출할 수 있는 ‘한국(우리) 문

화원형’과 글로벌 차원의 선험적이고 역사적인 보편성을 담보하고 있는 ‘글로벌 

문화원형’의 주제를 콘텐츠화 하여 권리관계(원작권 또는 2차, 인접 저작권 등)

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원천 소스”를 일컫는다.6) 

문화유산으로서 가공의 대상이 되는 방식 이외에 불교계 내부에서 자신들의 

문화적 형태를 정리하고 포교를 위하여 개발한 디지털콘텐츠는 종단, 사찰 단

위의 홈페이지 구축에 따라 관리하는 문화재를 디지털자료로 구축하거나 승려

의 일상을 담은 동영상을 통해 현대문화의 흐름에서 내부를 들여다보는, 시간의 

정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불교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외부에서 제작되는 많

은 디지털콘텐츠에 대해서 원천자료를 지닌 불교계가 ‘과정이나 재생산’에 참여

하는 폭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작한다. 또한 자료를 소유한 주체자임에도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가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교에 대한 

편견이나 왜곡을 바로잡을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7) 

그리하여 불교에 대한 디지털콘텐츠 중 조계종단에서 직접 구축한 불교문화

사업센터의 템플스테이 등의 사이트가 가동되었고 이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

가를 보여주고 있다.8) 

6_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우리 문화원형의 디지털콘텐츠화 사업 종합계획」 2003-2007.

7_   연구자 신지용의 자료 수집에 따르면 디지털자료 상에서 의도적으로 혹은 재미로 불교문화를 희화한 많

은 경우가 있으며 불교계 내부에서는 이를 심각한 문제로 인지한다. 이 연구의 기반은 신지용의 조사와 

정리에서 시작되었음을 밝힌다. 조은정, 「불교문화 지적재산권 제도의 현황 및 실태」, 『불교문화재 지적재

산권 보호를 위한 세미나』, 조계종, 2008. 10.

8_   불교 관련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다음 글의 표 참조. 김양웅, 「불교문화 콘텐츠 구축 현황 및 방향」, 『전자

불전』 제7집, 동국대학교문화콘텐츠연구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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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 콘텐츠 분야의 불교문화 관련 디지털콘텐츠

‘지식정보관리사업’에서 전통문화유산을 가공하여 디지털콘텐츠로 구축한 

분야 중 국가문화유산에 불교문화유산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앞서 인지한 70%

에 육박하는 문화재 자료가 불교문화이기 때문이다. 2008년 「불교문화 지적재

산권 활용 방안」에 대한 유동환의 연구에서 정리된 불교문화 관련 디지털 콘

텐츠 구축 자료는 문화관광부의 한민족문화유산DB(www.heritage.go.kr/index.

jsp 국가문화유산포털), 문양원형콘텐츠DB(www.pattern.go.kr), 문화재청의 국

가지정중요전적문화재원문DB(www.memorykorea.go.kr), 문화재청의 국가지정

문화재DB(www.dheritage.go.kr),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문화재학술조사연구정

보 DB(www.dheritage.go.kr), (사)장경도량고려대장경연구소의 고려대장경지식

DB(kb. sutra.re.kr),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의 불교문화종합DB(buddha.dongguk.

edu) 등이 있다.9) 

DB의 대부분은 불교문화유산을 

보존대상인 문화재로서 규정하고 

상태에 대한 기록과 보존을 강조하

고 있으며, 대장경을 기초로 한 불

교경전을 디지털로 변환하여 아카

이브화 하는 방식이다. 또한 문화재

청에서 진행하는 디지털사업은 아

날로그의 자료를 디지털로 기록하

는 아카이브 구축의 예이지만 문화

재수리대상이 석조물과 건축물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결국 많은 부분

이 불교문화에 해당된다.

이들 DB의 성격은 문화재로서 

대상화하여 보존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이라는 아카이브의 성

격을 지닌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이 구축한 내용에 비해 전문성이 높은 것이 사

실이다. 그런데 이미 검증된 자료를 DB화함으로써 신뢰도는 높아지지만 단순히 

9_   유동환,「불교문화 지적재산권 활용방안」, 『불교문화재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세미나』, 조계종, 2008. 10.

<그림 1> 국가 문화유산포털 사이트 

<그림 2> 국가기록유산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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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식의 자료로 전락할 위험도 안고 있다. 일반인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러

한 아카이브는 장기적으로는 연구의 초석으로서 문화발전의 기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만약 대중적 서비스를 높이고자 한다면 이를 더욱 가공한 콘텐츠로 접근

해야 할 것이다.

한韓스타일Han-Style

문화관광부의 지원 전략으로

서 ‘전통문화 콘텐츠의 세계화 전략’

의 의미를 갖는다. ‘전통문화의 과학

성과 건강성, 철학적 원리를 현대적

으로 해석하고, 생활화, 산업화, 세

계화를 추진하여, 고용 및 부가가치

를 창출하고 국가이미지를 향상시킨

다.’는 것이 계획의 목표로서 중장기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불교문화라

기보다는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표면적으로는 불교문화의 형식이 드러나지 않

는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한식의 일부로서 사찰음식이 속하고 있다. 한스타일은 

다시 한브랜드 전략으로서 산업화에 더욱 밀착되어 진행되고 있다. 사찰음식연구

와 차문화 등의 사이트에 브리지를 놓아 불교문화에 대한 내용을 보강하고 있다. 

한국문화원형산업

사업 초기에는 활용도가 미미하였으나 영화 ‘왕의 남자’가 주목을 끌자 대폭

적으로 관심이 증가된 영역이다. 대중화된 한국전통문화는 콘텐츠의 활발한 개

발을 불러왔으며 동시에 저작권 문제도 부상되었다. 그 예가 삼성문화재단과 

SDS에서 구축하였던 ‘코리아 인사이트’였다. 1998년 이후 수년에 걸쳐 웹상에서 

디지털화된 문화유산으로서 불교문화유산도 많은 부분 차지하였다. 사이트 내

에서 제공되는 텍스트로서 내용은 직접 저작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에서 벗어났

으나, 사진자료의 사용에 따른 저작권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결국 애초에 세운 

포털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채 사장되었던 것이다.

‘문화원형사업’에서도 초기에는 구체적인 실지 사진자료를 가공하여 디지털

로 변환하던 방식이 많았으나 활용에 목적을 둔 디자인화한 그래픽 이미지로 내

용을 구성하는 경우가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실지로 활용에 목적을 두었기에 

<그림 3> 한스타일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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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을 바탕으로 한 이미지 구축이 

주요 목표인 것이다. 그런데 그러

한 디자인 과정에서 정확한 내용파

악과 전통에 대한 지식의 부족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양식의 왜곡, 의

미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 발생

한 상징성의 소멸은 후에 득보다는 

실로 작용할 공산이 있다. 불교문화 

또한 내용의 측면에서는 더더욱 이에서 자유롭지 않다. 

현재 ‘한국문화원형사업’에서 개발된 불교 관련 문화원형사업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한국문화원형사업의 불교 소재 문화원형사업

주 제 명 주관기관 선정연도

고려 ‘팔관회’의 국제박람회 요소 개발 (주)투알핸리 2002

만봉스님 단청문양 디지털화를 통한 산업적 활용 방안 연구

개발
(주)앤알케이 2002

한국불화에 등장하는 인물캐릭터 개발 호남대학교 2002

게임 제작을 위한 문화원형 감로탱 디지털 가공 한서대 애니메이션 영상연구센터 2002

사찰건축 디지털 세트 개발 (주)여금 2003

한국석탑의 문화원형을 이용한 디지털콘텐츠 개발 전남대 문화예술 특성화 사업단 2004

불교설화를 통한 시나리오 장작소재 및 시각자료 개발 (재)전남문화재연구원 2004

범종을 중심으로 한 불전사물의 디지털콘텐츠 개발 불교방송 2005

앙코르와트 디지털콘텐츠화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

(주)시지 웨이브 
2005

한국승려의 생활과 문화 디지털화 (주)디자인 피티/전주대학교 2005

천불천탑의 신비와 일어서지 못하는 와불의 힘-story bank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05

한국불교 목공예의 정수 ‘수미단’의 창작소재 개발 (주)아이네크 2006

2005 통일신라인 혜초의 왕오천축국전 디지털콘텐츠 개발 한국과학기술원 2007

원효대사 스토리뱅크
동국대학교산학협력단

(전자불전문화콘텐츠) 
2009

그런데 최근 이러한 문화원형사업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었다. 최근에 “문화

원형 디지털화 사업이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

지 9년 동안 무려 635억 4천만원이 투입됐지만 이를 활용한 콘텐츠 매출액은 고

<그림 4> 한국문화원형산업의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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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7억 4천 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 그것이다.10) 문화적 

자원을 금전적 자원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디지털화하는 데 드는 용역비가 결

과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지적인 것이다.

문화원형사업이 전통을 정점에 두고 보았을 때 해석에 따른 많은 왜곡의 가

능성을 탑재하고 있지만, 정보의 디지털화에 대한 축적은 콘텐츠 가공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임이 분명하다. 국가적으로 교육비를 투자해서라도 인력을 양성하

고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한데 물질적, 물리적 가치로의 환산으로만 

중요도를 결정짓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애초에 전통지식을 활용한다는 실용성에만 초점을 둔 결과, 금방 경제

적 이익으로 환산되지 않을 경우 오는 부메랑의 결과로 보인다. 전통을 보존하

느냐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통문화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원본의 보존 이후

에 그것을 활용, 번안해 나가야 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일부의 형식만으로 전통

문화를 규정하고 외형적인 변형만의 활용을 꾀함으로써 실지 활용도를 높이지 

못하였으며, 전승보다는 활용에 목적을 둔 실용성은 이제 아예 그 원천마저 차

단될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비교적 활용도가 높았던 부분이 불

교설화 등 불교문화 부분이었음은 특기할 사항이다. 

2. 불교계에서 제작한 디지털 콘텐츠

불교계에서도 2000년대 들어 자체적으로 디지털콘텐츠를 개발하기 시작하였

다. 조계종에서는 2004년부터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을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문화

콘텐츠를 제작해오고 있다. 또 불교 관계 디지털콘텐츠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

는 것으로는 인터넷상에서 구축된 홈페이지를 기본으로 한 사찰의 DB와 각종 영

상물들이 있다.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하여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불교계 내부에서는 자신들이 주체라고 생각해 왔으므로 이미 한번 가

공된 콘텐츠를 사용할 때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저작권을 거의 인식하지 못

하여 왔다. 하지만 저작권법이 강하게 시행되자 포교로서 배포의 문제와 저작권 

행사의 합법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듯하다. 2006년에 있었던 「불교전통문화원

형 디지털콘텐츠화의 중요성과 개발방안」이라는 회의에서는 문화원형과 관련하

10_   「문화원형 디지털화 사업, ‘속 빈 강정’ 전락」, 《코카뉴스》, 2010.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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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불교문화가 어떻게 대중에게 산

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모색이 강구되었던 반면, 2008년도

에는 「불교문화재 지적재산권 보호

를 위한 세미나」에서는 저작권에 대

한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

음이 그러한 상황을 증명한다. 짧은 

시간 동안 불교계 내부에서 포교에

서 저작권 보호라는 방향으로 선회

하게 된 배경은 포교 입장에서 적극

적으로 개발에 협조하였으나, 역으

로 그만큼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절감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콘텐츠를 재화함으로써 포교와 

저작권 보호라는 두 영역에서의 번

뇌, 즉 딜레마가 나타나는 것은 불

교 특유의 재화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과 봉사보다 넓은 영역에 속한 보시의 실

천에서 오는 딜레마일 것이다. 불교계 내부에서도 방송이나 디지털콘텐츠에 출

연한 고승대덕이 자신의 모습을 대중에게 보여줄 때조차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고민하는 중인 것이다.

3. 불교계 외부에서 제작한 불교문화 디지털 콘텐츠

교계내부에서 제작한 콘텐츠 이외에 외부에서 제작한 디지털콘텐츠는 저작

권에 있어 불교계 내부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인지되고 있다. 불교의 공간과 

사람들을 담은 사찰의 승려생활과 문화 등의 다큐멘터리, 불교적인 내용을 주제

로 한 영화, 불교문화를 문화유산의 일부로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에서 불교문

화 공간은 배경이나 주제로 또 승려와 생활문화는 볼거리로 제공된다. 불교계의 

유관기관들은 홍보를 위하여 끊임없이 디지털콘텐츠를 제작하고 제공하고 있다. 

이때 사찰에서는 사적인 수행공간인 선방禪房마저 서슴없이 제공하지만 저작권

<그림 5> 조계종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그림 6> 템플스테이 홈페이지의 각 사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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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저작자에게 있기 때문에 DVD 몇 장으로 사례가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신들의 사찰이 대상인 프로그램이 1시간이나 방영되는데 정작 5분 정도의 

영상을 사찰 홈페이지에 사용하려면 영상판매 부서와 협조를 해야 하고 대개는 

사용료 지불로서 마무리 되니 이의 사용을 사찰 측에서는 아예 포기하기 십상이

다. 그래서 불교계에서는 촬영허가 전에 필요한 계약서를 만들어 정보를 제공하

고 장소를 협조하는 등의 대가로서 영상을 제공받는 것을 공식화하자는 발제가 

있어 왔다. 이것에는 디지털콘텐츠의 2차 제작이나 사용에도 대비하는 법적 장

치에 대한 인지를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불교계 내부의 참여가 배제된 채 제작된 불교문화는 실지로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국문화원형사업은 내용이나 관리 모두 문화콘텐

츠진흥원이 주도한다. 그리하여 사찰이나 불교계의 협조 아래 진행되었더라면 

더욱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여 

아쉬운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교계에서는 역사의 일부로서, 전통으로서 불교

문화가 구분될 수 없는 공공재의 성격을 어디까지 두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저

작권과 사용권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많다. 그리하여 사찰 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안임도 불구하고 업체 독자적인 진행으로 인하여 양

질의 콘텐츠를 구축하지 못한 경우가 초래된 것이다. 

  

사례 1) 천불천탑千佛千塔의 신비와 일어서지 못하는 거불臥佛의 한恨 

역사, 설화, 천불천탑 등 운주사

의 모든 것을 디지털 콘텐츠화하는 

사업이 광주문화산업진흥원에 의

해 2006년에 실시되었다. 이 사업은 

3D, 모델링 데이터Modeling Data, 사

진, 동영상 자료, 모바일콘텐츠, 창

극 마당극, 영화 및 및 희곡, 뮤지컬 

등의 시나리오, 교육용 만화, 운주

사 디지털콘텐츠사이트 등을 제작

했다. 그런데 제작과정에서 원천정보에 대한 저작권 확보 내용 중 운주사의 사전 

허락이나 내용관리, 사후 사용에 관한 협의 없이 제작되었다. 

사업의 핵심이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하는 시나리오 개발에 있으나 운주사

<그림 7> 디자인소스 판매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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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독특한 탑들의 요소들을 적용한 

문화상품용 디자인 소스는, 깊이 연

구하여 운주사의 의미에 접근하여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은, 완성

도가 낮은 시안과 같은 성격으로 보

인다. 활용에 목적이 두어졌으므로 

운주사 탑에서 이미지를 추출하여 

실용적인 물건에 대입한 디자인은 

불교의 내용이나 도상에 대한 이해

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된 듯이 보

인다. 결국 형식으로만 접근하여 갔

을 때 정신문화의 요체로서 중요한 

부부을 차지하는 불교문화의 장점

을 살리지 못한 것이다. 

사례 2) 한국승려의 생활문화

이 사업은 사찰에서 생활하는 

승려들의 모든 일상인 의식주, 의

례, 사찰 내 문화 모든 것과 사찰의 

외형 그리고 승려 생활 전반을 디지

털 콘텐츠화한 것이다. 이 사업은 

처음에는 불교 유관기관이 참여기

관으로 관여하였으나 진행과정에서 

조계종 등 종단과 사전 협의없이 진

행되었고 사업 완료 후 전체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을 진흥원과 사업

자가 공동 소유하게 되어 있다. 

불교 소속원인 승려들의 권익이 

보장받지 못하지만 그들의 생활상

을 사업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은 불교문화가 공공재라는 인식에

<그림 8> 콘텐츠 유통정보에 나와 있는 운주사 
            소개 페이지

<그림 9> ‘한국승려의 생활과 문화’ 웹사이트

<그림 10> 삭발장면 판매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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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출발한다. 그리하여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래픽으로 생산한 이

미지들은 시각에 따라서는 승려생활의 현상을 희화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Ⅲ. 불교문화 디지털 콘텐츠와 지적재산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불교문화 전반이 전통문화의 영역으로서 공공재라는 인

식이 확산되어 있다. 그리하여 사찰 전각이나 불화, 불상 그리고 이에 소속한 승

려조차 촬영허가를 받지 않거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지 않는 경우가 허

다하다. 특히 최근 블로그 관리를 하는 인터넷 사용자가 늘면서 직접 촬영한 동

영상을 유투브YouTube 등에 올리는데, 금전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와 달리 

판매수익을 올리는 사이트에서도 이러한 영상자료를 수익화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단지 이미지 자료로서 홈페이지의 배경이나 광고자료로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가끔씩 광고에서 이용되는 김홍도의 풍속화나 정선의 산수화 같은 

일반 삶의 반영이 아닌 종교의 영역에 있는 문화를 대상으로 변형하거나 패러디

하였을 때 왜곡이나 변질이 심각하게 일어날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승려들의 부도전에 대한 생각은 일반인과 불교계를 위시한 사찰 

측은 다르다. 물론 고승대덕의 삶의 흔적으로서 그들을 기리는 무덤이라는 점

<그림 11> 일반인 촬영의 해인사 아침예불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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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본이다. 그런데 생사를 가늠하

는 인간세와 달리 불교계에서는 묘

지라는 개념보다는 존재에 대한 자

취로서, 스승에 대한 예로서 의미가 

깊다. 그런데 이를 상·장례라는 측

면에서만 바라본다면 단지 살다가 

죽은 승려들의 무덤일 뿐이다. 그

리하여 무덤을 소개하는 한 방식으

로 고착될 때, 역대 고승들의 흔적

을 통해 깨달음의 가치를 일깨우려는 송광사 부도전의 의미는 사라지고 승려들

의 무덤이 사찰 진입로에 버젓이 자리하는 것으로만 인지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다. 동일한 현상에 대해 가치체계가 의미를 달리하는 당연한 이치가 현재사회에

서는 전통이란 아우라에 갇혀 종교성이 희석되는 것이다. 

전통문화로서 불교문화재의 이미지를 판매하는 사이트가 비교적 많다. 물론 

자료의 공유를 일반화해가는 추세이지만 연구자들의 정보 공유를 위해서, 혹은 

디자인업계, 출판업계, 엔터테인먼트업계 등 다양한 산업적 목적을 위해서 필요

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고화질의 사진을 고가로 판매하는 곳도 있다. 

<그림 12> 한 블로그의 송광사 부도전 동영상

<그림 13> 이미지 판매 사이트의 한 판매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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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사후 50년이 지난 상태에서 저작권은 다른 의미를 갖는다. 불교계가 가

진 문화재에 대해서는 창작자의 권리가 아니라 관리자의 권리에 대해 생각해야 

하며, 불교의 종교성을 훼손하는 데 목적을 둔 비이성적 태도에 대해 경각심을 

발휘하여 전통문화의 오도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

얼마 전까지 많은 사람의 웃음을 불러모았던 지름신의 존재는 불교문화가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2005년 처음 MSN 메신저7에 등장한 이 아이템은 지장보살의 지물인 보주寶

珠에 신용카드를 얹음으로써 자신의 모든 것을 중생구제에 쏟는다는 지장보살을 

희화화하였다. 당시 인터넷신문 기사에는 “이 아이템은  실사와 애니메이션을 

적절히 뒤섞어 풍자와 기지가 번뜩이는 ‘지름신’ 시리즈는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 값비싼 신제품을 사고 싶어 자신도 모르게 내뱉던 ‘지르자!’를 플래시 윙

크 기능에 맞춰 개발한 초강력 엽기유머 콘텐츠몰이다. ‘지름신’의 대표격인 ‘지

름보살’은 카드를 긁어대는 보살상과 함께 ‘…있을 때 질러라’를 연신 외치며 최

신 신제품 앞에서 다음달 은행 잔고를 떠올리던 네티즌을 강력한 충동구매의  

번뇌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있다. 특히 ‘지름보살’을 비롯한 ‘질러신’, ‘질러’ 등 실

사풍 윙크 아이템은 MSN 메신저 ‘아이템 동네’가 국내 처음 도입한 것으로 메신

저 대화의 즐거움이 한층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지름신은 충동구매를 대신하는 인터넷에서 유포되던 은어로서 요즘은 누구

에게나 통용되는 말이 되었다. 이 지름신을 지장보살의 도상에 적용한 것은 ‘지’

자로 시작하는 보살명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지장보살이 갖는 원대한 포부나 

<그림 14> 지름보살 <그림 15> 만봉 불화를 지름보살로 만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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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 대한 사랑은 인간을 파멸시키는 허영과 과소비를 부추기는 성격으로 희

화되고 있다. 콘텐츠의 제작자 의도에 따라서 이미지의 주인공이 갖는 성격은 

소거되고 내용은 변질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에는 아주 다양한 지

름신의 모습이 등장하였는데, 특히 만봉스님의 불화를 이용하여 지름신을 만든 

경우도 있어, 아직 저작권이 존속하는 예술품에 대해 임의적인 가필을 함으로써 

저작권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불교문화는 저작자 사후 50년에 속하는 

유적, 유물의 집산지이므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그리하여 불교문화는 

모두 오래된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극히 최근에 제작된 경우마저 그러

한 경우로 이해된다. 

결국 불교문화 중에서 적극적으로 보호 가능한 분야는 실연을 기반으로 하

는 무형문화재 영역이다. 무형문화재에서 그러하듯 불교문화에 있어서도 디지

털콘텐츠의 주체로서 불교계가 나서면 그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저작권은 보

호될 가능성이 있다. 가공된 자료에 대한 보호는 법적 보호 근거를 지니기 때문

이다.  

 

Ⅳ. 맺음말

불교문화가 디지털콘텐츠화 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한 것은 저작권 만료 

시한에 따른 공공재 개념에서 기인한다. 공공재화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함은 미

덕이고 또한 포교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종교를 폄하하는 자료로 사용되거나 그

들 종교인들의 생활이 무단으로 노출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불교문화는 ‘개방과 폐쇄의 선택’이라는 기로에 놓인 듯하다. 사찰 소유 

자산을 외부에 공공재로서 제공할 것인가, 자산 보호라는 미명으로 외부의 접근

을 차단할 것인가? 

이에 따라 최근 불교계 내부에서는 나름의 교법을 제정하여 불교문화재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불교문화지적재산관

리법’의 제정이 그것으로 언론에 소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적재산관리법에 따르면 성보 보유사찰의 주지를 비롯해 산하기관의 기관장을 당연

직으로 하는 지적재산관리인은 지적재산에 대한 보존 및 관리의 의무를 갖는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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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관리인은 외부기관에 유·무형 불교문화 및 지적재산에 대한 사진촬영, 취

재, 음성 또는 영상의 제작, 방송, 전송 또는 저장을 허락하거나 의뢰하는 경우 반드시 

종단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득한 뒤 관련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 후 시행하도

록 했다. 

또 지적재산관리인은 자체적으로 유·무형의 불교문화 및 지적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영상물, 방송물,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에도 종단의 표준

계약서에 따라 시행하되 지체 없이 종단에 보고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관리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해당사찰의 주요 지적재산이 상실

하거나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해 법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조계종, ‘불교문화지적재산관리법’ 입법예고」, 『법보신문』, 2010. 10. 7.

 여기서 말하는 ‘불교문화지적재산권’은 불상, 건축, 탑, 공예품 등 불교문화

유산에 대한 사진 촬영물과 영상물 등의 콘텐츠와 불교의식 등 무형의 불교문화

에 기반을 둔 표현물 등에 대한 상표권과 특허권, 영업비밀 등 지적재산에 대한 

모든 법적 권리 등을 의미한다.

조계종 내부에서 불교문화를 콘텐츠화할 때, 사찰이 임의로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조계종단 내부에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종단에 속하면서도 독자성이 강한 불교의 특성상 개별 사찰이나 

어떤 승려들은 자산 보호를 위하여 정보 제공에 수동적인 자세와 폐쇄를 택할 

가능성도 있다. 텔레비전마저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되고 온라인상에서 모든 정

보제공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인증과 타인과의 대화 및 토론 그리고 가치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수동적인 자세는 결국 불교문화의 박제화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하여 온라인세대에 적응하는 방식은 불교계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불교문화

를 디지털콘텐츠화하여 저작권을 확보함으로서 저작권을 취하고, 개발된 콘텐

츠는 다양한 문화산업과 결합시킴으로서 OSMUOne Source Multi Use: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한 산업에 재생산하여 사용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왜곡되지 않은 종교의 성격, 유물과 유적의 정확한 정보와 의미를 담은 콘텐츠

에 유저들이 손쉽게 접근하여 퍼나르고 재생산하는 자원을 제공한다면, 전통의 

영역에 속한 불교문화를 한국 고유의 문화로서도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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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문화콘텐츠의 시대에 한국문화의 특성으로서 신화, 종교, 의례의 자

원인 불교문화는 깊이 연구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기에 앞서 공공재

로서 인지하며 그들 불교계의 권익에는 소홀하지 않았는지 개발자와 관리자들

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불교계에서는 단지 공간을 소유한 현재인이라

고 해서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반성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

을 보호하고 불교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

다. 주체만이 보호받는 냉정한 온라인 세상에서 불교문화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의 다른 세계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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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0월 21일 서울 고궁박물관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

권-동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전문가회의가 개최되었다. 무형문화유

산과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가와 다수의 옵서버들이 본 회의에 참석하여 무형

문화유산의 지적재산권적 보호를 위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였다.  

최태용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기획이사와 임돈희 동국대학교 석좌교수는 각

각 개회사와 환영사를 통해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

하였다. 이어서 박성용 아태무형유산센터 소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무형문화유

산 보호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몇 가지 주요 이슈를 다음과 같이 제기하였다. 

우선, 무형문화유산을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통문화자원과 같은 포

괄적 개념에서 그 지적재산권 보호 논리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고, 향후 국제적으로 기존 지적재산권 체제의 수정 또는 새로운 제도sui 

generis system의 도입이 전망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대안 수립이 요구된

다. 특히,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수단으로서 지적재산권을  보

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더 나아가 무형문화유산의 지정 조사 및 기록 작성 과

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아울

러, 개인 혹은 방송 관련 기관에 의한 보유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

토론 요약문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
                                     - 동향과 과제

2010년 10월 21일

서울 고궁박물관 대강당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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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인이나 법적 규범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시작된 본 회의는 총 3부로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의 논의의 동향, 2부에서는 쟁점과 

과제, 그리고 3부에서는 정보화 이슈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제 1부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 - 국내외 동향  

제 1부는 임돈희 동국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무형문화

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 보호의 국내외 논의 동향을 다룬 발표문에 대하여, 김

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용구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사무관

이 토론자로 발언하였다. 

무형문화유산 보호Safeguarding의 법적 보호Protection

세대를 거쳐 전승되어 온 무형문화유산은 전통성과 동시에 날마다 끊임없이 

재창조되어 현대성을 갖는다. 이것은 무형문화유산의 대부분이 ‘공유영역public 

domain’에 해당하지만 개량된 부분은 ‘사적영역private domain’으로 귀결되는 이유

다. 공사公私영역이 동시에 공존하는 무형문화유산을 지적재산권법으로 보호하

기 위해서 김병일 교수는 다음 문제들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

다. 첫째 권리자의 특징이 없으며, 둘째 이익을 공유할 수혜자가 불분명하고, 셋

째 이용된 유산의 남용과 왜곡을 막는 장치rule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세가지 

사항은 무형문화유산이 보호safeguarding에서 또 다른 보호protection로 가기 어려운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무형문화유산의 법적 보호를 위해 상기 사항이 치밀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제사회의 전통문화표현물 보호에 대한 전망 

김용구 사무관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한 전통문화표현물 보

호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독자적 보호 체계 구축으로 귀결될 것인지 혹은 기존 지

적재산권법 틀에서 보호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주문하였다. 또한 독

자적 보호 체계가 정립된다면 그 과정에서 문화재청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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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하며,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오기석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관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정부

간위원회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독자적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

직이고 있으며 이미 기존의 지적재산권 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앞으로의 전통문화표현물 보호에 대한 국제적 동향은 지

적재산권 틀을 벗어난, 새로운 규범을 지향하고 있으며 자국법 내에서 수용을 

유도하면서 강제성이 없는 모델법의 형태로 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성용 소장은 기조발제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지적재산권법 체제의 내재적 한계 극복이 필요하며, 머지않은 장래에 

기존 지적재산권 보호 체제의 수정 내지 보완 또는 새로운 제도sui generis system의 

도입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사전에 적극적인 준비가 이뤄

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무형문화유산, 전통문화표현물, 전통지식의 개념적 논의

김병일 교수는 무형문화유산은 유전자원과 관계된 ‘협의의 전통지식’과 민간

전승물의 표현으로 대변되는 ‘광의의 전통지식’ 개념을 포괄하는 매우 넓은 개념

最廣義이라고 해석하였다. 하지만 국제조약에서 규정하는 전통지식의 개념이 민

간전승물 및 무형문화유산의 그것과 중첩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조약들이 국

내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덧붙여 김용구 사무관은 무형문화유산이 전통지식과 전통문화표현물

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립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전통지식이 지식의 본

질을 의미한다면 전통문화표현물은 그것의 성과물로 보여 지는데, 이로 인해 각

각이 특허권과 저작권으로 연결되는 이원적 정책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일원

적 정책 수립을 위하여 무형문화유산과 전통지식·전통문화표현물 간의 관계 

정립이 요구되는바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주문하였다.

이에 대해 양대승 한국지적재산권위원회 부연구위원은 이 세가지 개념을 표

리관계로 보기 보다는 서로 다른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였

다. 예시적으로, 1982년 모델규정Model Provisions을 살펴보면, 현재 논의 과정에서 

변화되어 사물production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었는데, 이는 전통문화표현물을 사

물로 보기보다는 개념으로 이해한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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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식재산, 전통문화표현물, 전통지식에 대한 논의

동 세션에서는 국내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신지식재산과 전통지식·전

통문화표현물의 관계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신지식재산은 경제, 사회, 문화 및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지식재

산이 확장된 개념으로 과학기술, 상표, 의장 등이 주된 유형으로 대변된다. 이에 

반해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표현물은 개도국이 자국의 전통문화와 토착민 문화

를 지식재산권측면에서 방어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김용구 사무

관은 이와 같이 논의의 출발점과 그 계보가 다른 전통지식과 전통문화표현물을 

신지식재산의 틀에서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하였다.

이에 정용익 국무총리실 지식전략기반 팀장은 지적한 바와 같이 신지식재산

권과 전통지식·전통문화표현물은 논의의 출발점이 다른데 현 시점에 와서 통

합 여부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논의는 결국 사회적 책임

을 누가 질 것인가로 귀결되며 우리 사회와 우리 정부가 통일된 의견으로 무엇

을 택할지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지적재산권을 중심을 이해관계를 가

지고 있는 각 부처와 관계기관들의 협의와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제 2부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 - 쟁점과 과제  

제 2부는 이철남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

다. 동 세션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와 

당면 과제들이 제기되고 이와 관련하여 미국, 호주, 인도의 사례가 소개되었다. 

또한 인도네시아를 대표 사례로 유네스코 목록 등재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재산

권 문제가 거론되었으며, 지적재산권법상 실질적인 보호 대상인 공동체에 대한 

정의와 역할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아래는 동 세션 발표에 대하여, 김형진 법

무법인 정세 변호사와 박원모 아태무형유산센터 연구조사팀장의 토론 발언이다.

무형문화유산의 지적재산권과 데이터베이스 방안

발표에서 육소영 교수는 무형문화유산을 지적재산권법으로 보호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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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바 있다. 즉, 구축된 데이터로 무형문화유산

의 원형을 유지하고 이에 새롭게 가미된 창작물도 지적재산권법 상으로 보호를 

인정하며, 이때 후자에서 발생한 이익은 데이터에 기록된 보유자와 공유하는 방

법이다. 

하지만 김형진 변호사는 제시된 대안은 디지털콘텐츠저작권법과 충돌이 예

상되는데, 데이터베이스 과정에서 발생되는 법적 권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또한 이익의 일부를 보유자에게 반환한다면 반발이 예상되는바, 

수익의 일부를 보장하는 시스템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하여, 

육 교수는 이익 공유는 그 범위와 방법 등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정부에서 이익 

공유를 정책적 방침으로 채택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익 공유는 이뤄질 것

이며 본 견해는 그에 대한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는 하나의 안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박원모 팀장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방법으로 기존의 방식인 목록작

성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통지식의 데이터베이스화의 차이점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더 나아가, 그는 현재 문화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정’을 통한 무

형문화유산 보호의 결과들을 발표자가 제기한 지적재산권 보호 방법과 연계하

여 생각해 볼 수 있는지 법리적 관점에서 의견을 주문했다. 이에 육 교수는 특허

권이나 저작권을 등록할 때, 목록작성 등으로 작성된 라이브러리를 선행 자료로 

활용하는 시스템이 제도화 된다면 지적재산권법과 라이브러리 시스템의 연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공동체의 역할과 과제

공동체가 무형문화유산의 권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요구되지만 개념화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김형진 변

호사는 공동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지적재산권법상 권리 부여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공동체를 정치, 생물, 인류학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논

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하여 박필호 변호사는 무형문화유산의 공동

체를 객관화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대안으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을 공동체

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원모 팀장은 우리나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과 

박 변호사가 제안한 공동체, 단체, 개인의 법인격 부여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미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보유자 혹은 보유단체가 법인격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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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박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법인격을 부여할 수 없으나 사후적인 판결로 가능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유네스코의 목록 등재와 지적재산권

김형진 변호사는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유산의 원형에 대

한 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어온 무형문화유산 중 보존

되어야할 표준 원형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가우라 만챠차리타디푸라 인도네시아 크리스사무국 차장은 김 변호사의 질

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에 앞서 유네스코 법률자문관의 말을 인용하며, 무형문

화유산보호협약은 소유권의 문제가 아닌 보호에 대한 문제이며, 지적재산권, 저

작권, 산업디자인법을 유네스코 목록 등재와 동일하게 인식해서는 안된다고 지

적했다. 이어 가우라 차장은 표준화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목록의 

표준화에 대하여 논의한 바는 없지만 목록으로 확정하기 전까지 여러 전문가들

에게 검증을 받는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목록작성이 무형문화유산 보호

를 위한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모두에게 강조하며 답변을 마쳤다. 

박원모 팀장은 유네스코 목록 등재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공동체의 동의를 충

분히 얻지 못했다는 유네스코 심사위원의 판단을 상기시키며, 인도네시아의 경우 

목록 등재시 공동체의 동의를 구했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주문했다. 

이에 가우라 차장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

하며, 인도네시아의 경우 합리적인 샘플을 다양한 구성원으로부터 추출하기 위

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동체가 목록등재를 반대하는 경우 그들과 대

화를 통해 이해와 설득을 구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사

람들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다.(You can't please all of the people all of the 

times.)"라는 영국 속담을 인용하며 답변에 대한 요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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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부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 - 정보화 이슈  

제 3부는 육소영 충남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표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을 기록화하고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법적 

쟁점들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최종호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관리학과 

교수와 유동환 안동대학교 문화산업전문대학원 융합콘텐츠학과 교수가 토론자

로 발언하였다. 

중요무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의 법적 보호

최종호 교수는 이철남 교수의 발표 내용 가운데 무형문화유산의 기록화와 

아카이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 즉 지적재산권 보호의 대상(권리의 

객체), 수혜자(권리의 주체), 보호의 방법(권리의 내용)의 향후 과제에 대해서 크

게 공감한다고 밝히며, 우리나라의 중요무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의 법적 보

호에 대한 두가지 질문을 하였다. 

첫째, 비지정문화재의 전형적인 사례인 ‘포천막걸리’의 경우, 일본에서 상표

등록을 선점하여 일본으로 수출시 ‘포천막걸리’라는 상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법적 관점으로의 해석을 요청하였다. 둘째, 세계지적재산

권기구WIPO가 소유권을 중점적으로 다룬다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정부에서는 지적재산권 중 저작인격권을 중점 분야로 연구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종합토론에서 발언되었다. 

무형문화유산의 아카이브화와 지적재산권 

유동환 교수는 1997년부터 시작된 국가지식정보의 디지털 아카이브사업은 

2000년대 중반에 와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지적하며 그 주된 요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번째는 초기 구축된 아

카이브가 저작권이 불분명하고 두번째는 아카이브를 저작권으로 설정시 등록비

가 개발비를 초과하며 세번째는 법률 시스템이 대량으로 구축되고 있는 아카이

브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기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철남 교수는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전에 반드시 법적권리 관계를 명확히 처리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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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사례로 위키피디아Wikipedia와 오픈소스Open Source를 꼽으며, 이들은 사전에 

권리 관계를 명시한 라이센스 문구를 포함하므로 아카이브를 활용할 때 권리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통지식의 데이터베이스화와 권리 관계 정립

유동환 교수는 한의학의 상당부분이 민간지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

기시키며, 한의학연구원에서 민간의술을 데이터로 구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

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에 고광국 전문연구위원은 공유영역public domain에 속하는 동의보감이나 저

작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전통지식을 데이터로 구축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비법이나 비방과 같은 사적영역을 기록 조사할 때 인센티브 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인간문화재 제도와 같이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

해 준다면, 민간 데이터에 대한 기록 조사가 용이하고 보유자에 대한 권리 또한 

존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활용

무형적 요소는 창작과정에서 변형되는 부분을 긍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 

교수는 보존지향적인 정책보다 보존과 활용의 메카니즘을 하나의 가치 사슬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조은정 교수가 지향하는 

불교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의 조화 전략을 정보화 및 콘텐츠화 과정과 연계

하여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하여, 조 교수는 직접적인 답변보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지

적하였다. 그는 불교계가 가지고 있는 창작과 추상화에 대한 거부감은 종교적 

숭고함을 폄하당한 경험에서 비롯되며, 한번 변형된 원형은 되돌릴 수 없다는 

특성 때문에 보존을 지향하는 그들의 입장을 일정 부분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불교계가 전통에 대하여 이중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날 보존과 활용의 도덕적 기준이 상이하고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

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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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무형문화유산 보호 분야 지적재산권 증진 방안  

종합토론은 박성용 아태무형유산센터 소장이 좌장을 맡았다. 박 소장은 현

재까지 세계지적재산권기구를 중심으로 국제적 논의가 진행되어 왔지만 우리나

라의 국가적 참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 분야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논

의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 증진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이끌었다. 

개념/용어 정리의 필요성

참가자들은 무형문화유산의 법적 보호를 위해서는 개념 정리가 무엇보다 중

요하다는 사실을 피력했다. 법적으로 권리의 객체와 주체를 설정할 때, 구체적

인 개념 정리에 따라서 무엇을 포함하고 포함하지 말아야 될지가 결정된다. 이

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며 양대승 박사는 민속의 개념, 공동체의 범위, 대표성 등

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종호 교수도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법제화를 위해서는 단계적인 용어 

정리가 필요하며, 이는 전문가 견해를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국제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좋은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 것으로 기대를 했다. 

조은정 교수는 무형문화재의 개념화 방법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국제적 입

장도 있겠지만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지 화두를 던졌다. 또한, 

무형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더 확산되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견해를 덧붙였다.  

박원모 팀장도 예능과 공예로만 구분되는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유산 개념이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비해 제한된 범주에서 정의되어 왔음을 지적했

다.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정의 또한 제한적이라고 덧붙이며 유네스코에서 무형

문화유산을 등재할 때 보유자나 보존회에 대한 개념들이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동체라는 개념에 대한 논의는 이전 세션과 마찬가지로 종합토론에

서도 주요 쟁점이 되었다. 양대승 연구원은 공동체의 문제는 지식재산의 지리적 

표시, 법인 등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로 공동체 일부

가 문화유산을 등록 했을 때, 이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단체는 어떻게 처리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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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될 것인가와 같은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에 박성용 소장은 용어정리는 2003년 협약 상에서 이미 어느 정도 되어있

지만, 국내적으로도 혁신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형문화유산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

가우라 차장은 유네스코 협약에서 지적재산권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현재 등재된 무형문화유산은 지적재산권상 보호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

혔다. 하지만 무형문화유산이 충분히 지적재산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므로 지

적재산권법 출범을 위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국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국내 논의 활성화와 연구의 필요성

오기석 연구관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한 전통문화표현물 

보호에 대한 논의는 머지않아 정리될 것이며, 이에 대비하여 우리 입장에서 보

호해야 할 전통문화표현물의 범위 및 수혜 대상, 왜곡 및 불법이용에 대한 침해 

사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무형문화유산과 

전통문화표현물의 수혜대상이 각각 공동체community와 토착민indigenous people로 대

변되는데, 서로 상이한 수혜 범위를 지적하며 무형문화유산의 지적재산권 보호

를 위하여 상호 간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카이브를 구축할 

때 그 목적이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인지 ‘활용’인지에 따라 구축 방법이 달라

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육소영 교수는 무형문화유산의 법적 보호에 있어서 무형문화유산 분야와 법

학 전문가 간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지금까지 본 논의가 

진전될 수 없었던 것은 두 분야 간 공동연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

라서 두 분야 전문가 간 교류가 활발해져야 어떤 방식으로든 법 개정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내 정책 마련 

김용구 사무관은 국내적으로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더 

나아가 지식재산기본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문화재청도 이에 

동참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유산 온라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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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사’사업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무형문화유산을 지식재산으

로 정의되었을 때 발생되는 문제들-가령 보유자 권리 부여 문제 및 특허 관련 문

제 등을 법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차기 과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철남 교수는 포천막걸리와 교동법주를 사례로 무형문화유산의 소극적 보

호와 적극적 보호 방안을 제기했다. 즉, 소극적 보호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의

한 방어적 보호 방법인데 포천막걸리를 소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도용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주 교동법주와 같이 보유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문화재청이 인정한 중요

무형문화재 목록을 특허청과 공유한다면, 이중적인 특허 등록을 방지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한편 적극적 보호는 권리 주체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방법인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교동법주를 들 수 있다. 즉, 경주 교동법주 기능보유자가 ‘경주 

교동법주’라는 상표를 출원한 것과 같이, 보유자의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

여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보유자 전승 제

도를 운영하는 문화재청의 정책이 개별적인 권리 주체를 인정하는 지적재산권 

제도와 상이함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틀을 깨기 위한 방안 마련

한편, 박필호 변호사는 기존의 법적 틀에서 벗어나 독창적인 접근이 필요하

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호주와 프랑스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으

며, 우리 또한 먼저 모델법을 개발하고 그것의 실현 가능성을 추후에 논의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최종호 교수도 이에 동의하며 아태

무형유산센터가 중심이 되어 가이드라인 혹은 모델법을 개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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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 

박성용 소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무형문화유산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

한 통합적이고 다원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적, 

정부적, 국가적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기존의 틀을 깨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

다고 당부했다. 또한 박 소장은 아태 지역은 무수한 문명과 문화 교류의 혜택으

로 풍부한 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 분야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선진국

인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마지막으로 박성용 소장은 이 분야의 과제로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

권 간 사회적 합의 도출, 모델법 구축과 전문가간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의 중심은 공동체이므로 전통지식이든 전통표현물이든 결국 

공동체 보호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향후 아태무형유산센터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적재산권 증진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며 기존의 틀을 벗어난 실질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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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재보호재단 기획이사

·문화재청 정책과장 역임

·문화재청 사적과장 역임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역임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분과위원장

·아태무형유산센터 자문위원장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선정 국제심사위원 역임

· 아태무형유산센터 소장

· 태평양· 문화다양성연구소 국제사업조정관 역임

· 그리피스대학교 문화예술대학 선임연구원 역임

· 퀸즈랜드대학교(브리스번) 문화유산학 박사

▶ 최태용

▶ 임돈희

▶ 박성용

참가자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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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실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지식기반팀장

·특허청 근무(발명정책과, 특허심사정책과, 정보기획과)

·산업자원부(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산업기술 정책과)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근무

·소르본느 대학교 법학 박사

·몽펠리에 대학교 법학 석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뮌헨대학교 법학 박사

·연세대학교  법학 석사

·동대학교 경영학 학사

▶ 정용익

▶ 양대승

▶ 김병일

· 한국저작권위원회 선임연구원 

· 각종 국제회의(WIPO) 대표단으로 참가

· 저작권문화학교, 아카데미, 공무원 등 대상으로 강의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오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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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기획총괄 담당

·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근무

· 동국대학교 불교예술문화학 석사

· 성균관대학교 사회학 학사

▶ 김용구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전 고등법원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

· Washington Univ. in St Louis JS.D(법학박사)

· Washington Univ. in St Louis LL.M(법학석사)

· 뉴욕주 Park Law Firm 변호사 

·University of Winsconsin 동아시아법률 연구 및 강의

·WHO 필리핀 사무소 근무

·University of Winsconsin in Madison SJD(법학박사)

·University of Winsconsin in Madison LL.M(법학석사)

· 인도네시아 크리스사무국 차장

·유네스코 인도네시아위원회 자문관

·인도네시아 바틱 박물관 연구소 자문관

▶ 육소영

▶ 박필호

▶ 가우라 만차차리타디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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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태무형유산센터 연구조사팀장

·국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재 전문위원 역임

·한국전통문화학교 강사 역임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역임

·미국 윈스콘신대학교 객원 연구원 역임

·고려대학교 법학 석·박사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연구위원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객원교수

·충남대학교 법학 박사 

·동대학교 법학 석사

▶ 박원모

▶ 이철남

▶ 고광국

· 법무 법인 정세 변호사 

·IIT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UCLA MBA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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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겸임교수

·미술평론가, 미술사학자

·<미술평단> 주간 역임

·이화여자대학교 석·박사

▶ 조은정

·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관리학과 교수

·한국박물관학회 사무국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인도 바로다대학교 박물관학 박사

· 안동대학교 문화산업전문대학원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등 사업기획 및 자문

·안동대학교 박물관, 안동문화연구소 운영위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철학 석·박사

▶ 최종호

▶ 유동환

발
표

자
토

론
자

토
론

자



Published   December 2010

Publisher :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re for Asia and the Pacific (ICHCAP)
Editor-in-Chief : Seong-Yong Park
Editor-in-Staff : Weonmo Park, Maehee Kwon, Boyoung Cha
Copy editor : Jennifer June Thayer

Tel _ +82-42-820-3502~11
Fax _ +82-42-820-3500
E-mail _ ichcap@ichcap.org
Web _ www.ichcap.org
Address _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Bldg. (4F)
                                82 Munji-ro, Yuseong-gu, Daejeon, 305-380
                                Republic of Korea

© 2010.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re for Asia and the Pacific
No part may be reproduced by any process without written permission.
The contents herewith are entirely the product of the researchers and do not 
represent the views of the publisher.

발행   2010년

발행처 : 아태무형유산센터

편집장 : 박성용

편집자 : 박원모, 권매희, 차보영

영문교열 : 제니퍼 데어

 

전화 _ (042) 820-3502~11
전송 _ (042) 820-3500
이메일 _ ichcap@ichcap.org
홈페이지 _ www.ichcap.org
주소 _ 305-380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82 국립문화재연구소 4층

ⓒ 아태무형유산센터, 2010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보고서의 무단 전재, 복제를 금합니다.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ends and Challenges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 - 동향과 과제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무형문화유산_보호와_지적재산권_표지_4도.pdf
	무형문화유산_보호와_지적재산권_내지_1도_fin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