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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ICHCAP, 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that aims 
to safeguard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was first 
founded as the Establishment Initiative for the Intangible Heritage Centre for 
Asia and the Pacific (EIIHCAP) in 2006. This name was changed to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re for Asia and the Pacific (ICHCAP) in 2008. After being 
officially approved as a UNESCO Category 2 Centre in 2011, we underwent another 
change to our current name, 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ICHCAP’s main role is to strengthen the ICH safeguarding capacity of the 
forty-eight Member States of the Asia-Pacific region. With the Centre’s primary 
functions related to information and networking, ICHCAP supports activities 
directed towards ICH safeguarding among the Member States. ICHCAP intends to 
help enhance cultural divers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various safeguarding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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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port is a collection of the discussion papers presented on 28 November 
2011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der the theme ‘Regional Collaboration for Safeguarding ICH in Asia and the 
Pacific: Tasks and Strategies’, which was held in commemoration of ICHCAP’s 
inauguration. The conference provided an opportunity to look into the current 
ICH status and environment of the five sub-regions with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to seek measures to overcome the many different challenges involved with ICH 
safeguarding. 

Finally, I would like to express my special thanks to UNESCO and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who provided us with their total support. In 
addition, I want to thank the presenters and discussants who contributed to the 
conference as well as the other attendees who took time out of their busy schedules 
to join us. 

Samuel Lee, Ph. D
Director

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ICH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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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ivers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has been described as diverse forms of culture 
infused with the rich history of humanity. It is precious heritage that is considered 
the foundation of people’s identity, showing the creative human spirit.

The Asia-Pacific region has often been called an ICH treasure house because 
of the keen regional interest in, and the favourable social atmosphere of respect 
for, ICH. In addition, as the home to almost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 the 
vast Asia-Pacific region developed a unique cultural heritage with various peoples, 
religions, history, and social backgrounds. 

ICH in this region has adapted to its natural environment, ranging from 
grassland to ocean, and the cultural heritage has been transmit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Furthermore, because many countries throughout the region were 
founded by multiple ethnic groups, varied cultures from these groups have been 
coexisting and flourishing. This intercultural mix can be seen in the regional 

Regional Collaboration for 
Safeguarding ICH 
in the Asia-Pacific Region: 
Tasks and Prospects

Dawnhee YIM
Distinguished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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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ding of religions, such as Buddhism, Hinduism, Islam, and indigenous 
religions. These factors are why the Asia-Pacific region has also been regarded as a 
miniature version of World Cultural Diversity. 

The diversity and volume of ICH in the region is also seen in the UNESCO 
ICH lists; 47 percent of the inscribed elements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come from this region. Although the 
number of registrations does not implicitly represent ICH distribution, it shows 
that the region has taken a keen interest in ICH. 

II. Factors that Threate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ven though ICH is considered the foundation of people’s identity and 
demonstrates the creative human spirit, ICH is in danger. 

For a long time, ICH has been placed behind tangible heritage in the field of 
culture. This may have resulted from people seeing beautiful historical architecture 
destroyed by wars and economic developments, alerting them of the urgent need to 
protect tangible cultural heritage. This is why protecting tangible cultural heritage 
has historically enjoyed priority, leaving intangible elements to languish.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are not comparable subjects; however, it 
cannot be denied that there has been a de facto prioritisation system in place. 
Moreover, this imbalance is the main reason why discussions and cooperation for 
safeguarding ICH on the international level have been only lukewarm. 

While people’s interest focused on tangible heritage, the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was disappearing, and not just in the wake of extreme circumstances, 
such as wars; rapid social changes have also not been favourable to safeguarding 
and transmitting ICH. 

In particular, industrialisation and modernisation have been widespread, 
and the Asia-Pacific region has been affected without exception. Since these 
phenomena are still in progress, measures to safeguard ICH should be urgently 
undertaken. Through waves of rapid social change, traditional culture has been 
losing its natural ability of transmission. It is especially a shame that ICH is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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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sed and defenceless without any safeguarding measures. 
Accelerated globalisation due to IT technology is an additional factor affecting 

ICH. Globalisation is often understood as westernisation. The inflow of foreign 
culture could easily standardise culture when a country has a tenuous capacity 
to safeguard its traditional culture. It is true that we have already experienced 
the widespread phenomenon of cultures being infused with western ideals 
due to globalisation, and it will be regretted if it continues to the point where 
everyone ends up enjoying the same music, dance, and food around the globe. 
Acknowledging that countries are rarely free from globalisation, it is essential 
for humankind to retain culture by safeguarding traditional culture against the 
strong power of westernisation. 

Furthermore, ICH transmission has also been affected in recent years since 
the younger generations seldom try to learn about their traditional culture and 
ICH bearers are getting older. There are some popular ICH lists on one hand, but 
on the other hand, there are also ICH lists that only a few bearers can perpetuate 
or transmission is terminated because there is no one to learn. To improve this 
situation, visibility and public awareness of ICH need to be enhanced.

Lastly, I would like address the idea that the extinction of traditional culture 
is an unavoidable sacrifice in the name of economic development. Safeguarding 
ICH is not a matter of sacrificing economic development. Rather, it is a matter 
of our needing to have the wisdom to use ICH as a bridge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community involvement. This is why we need to build 
policies to balance the value of ICH with economic development. 

III. Efforts for Implementing the Convention for Safeguarding ICH

As everyone knows, UNESCO is an international organisation for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Currently, 193 Member States have joined UNESCO to discuss 
and make decisions on international policies for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entred on UNESCO has promoted various 
projects to safeguard cultural heritage. ICH safeguarding has been accele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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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adoption of the 2003 Convention at the thirty-second General 
Conference of UNESCO. There were a few key discussions before the Convention 
was adopted. These include the 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 in 1989 and the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which was integrated into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mong them, the Masterpieces project was considered a big success in 
terms of developing ICH visibility. The reason why visibility is important is that 
it contributes to establishing an environment conducive to transmitting living 
heritage. The Convention includes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nd th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focusing on the universal value of ICH. Both lists 
reject the ideas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and authenticity, which are concepts 
emphasised with 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nstead focus on raising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ICH and good safeguarding practices. 

The 2003 Convention is a turning point for ICH in international society. 
Member States agreed that the 1989 Recommendation was limited in terms 
of safeguarding and promoted the adoption of a more powerful international 
instrument, which came in the form of the Convention. The Convention is an 
international agreement on collaborating to safeguard ICH, which is a common 
property of humanity. 

Since the Convention was adopted, there have been various safeguarding 
activities at the national or regional level. First, in addition to the two lists just 
mentioned, the Convention also includes the Register of Best Safeguarding 
Practices for projects and activities that best reflect the principles and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At the moment, there are 16 elements inscribed on th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233 elements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nd 3 elements 
on the Register of Best Safeguarding Practices.1 Inscribing elements on the lists 
increases th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ICH and promotes preparation for 

1     Results of the fifth Intergovernmental Committee i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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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 safeguarding methods. 
Furthermore, UNESCO offices hold workshops to reinforc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Since January 2011, these offices have organised a national 
capacity-building workshop for experts as well as meetings for inventory making 
and for the participation of communities and NGOs. These meetings have aimed 
towards contributing to building national ICH safeguarding capacity.

Next, UNESCO Category 2 Centres (C2 Centres) have been established for 
international collaboration to promote ICH safeguarding activities. C2 Centres 
were instituted through the suggestions of Member States’ governments and 
approval of the UNESCO General Assembly. There are six C2 Centres in the ICH 
field: one Centre each in the South American and East European regions and four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 main roles of the C2 Centres in the Asia-Pacific 
region are information and networking, education, and research, and the Centres 
will expand their activities into ICH safeguarding. In particular, C2 Centre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regional ICH safeguarding by acting as a medium to 
reinforce collaboration between UNESCO and Member States. 

The meaning for ICH safeguarding activities and the Convention can be 
summarised as follows: first, to increase awareness of ICH is as valuable as 
tangible(?) cultural heritage; second, to ease the regional imbalance in terms of 
ICH by increasing participation of non-western countries, where ICH has been not 
emphasised thus far;2 and last but not least, to provide international consultation 
about ICH safeguarding.

IV. Regional Collaboration for ICH Safeguarding

The 2003 Convention emphasises the importance of individuals and communities 

2     There are 137 countries that have signed for the 2003 Convention: 16 countries in West Europe, 24 in East Europe, 
27 in the Americas and the Caribbean, 24 in Asia and the Pacific region, 31 in Africa, and 31 in the Middle East. 
The Convention is the first international instrument and S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ought to endeavour to 
safeguard ICH in their terr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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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transmit ICH. The local communities are primary actors in safeguarding 
efforts, and the Convention will build up the safeguarding capacity of local 
communities. Collaboration among bearers, local communities, governments, and 
stakeholders is a primary concern since it is impossible to safeguard ICH through 
individual efforts. Furthermor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is essential not only to 
safeguard ICH but also to contribute to international peace. In other words, ICH 
safeguarding does not encourage nationalism, but it does reinforce a greater global 
community and an environment of understanding.

To achieve this, as stated in the Convention, international collaboration 
should have a comprehensive meaning to include exchanging information and 
experience, collaborating projects, and supporting systems for national ICH 
safeguarding efforts.3 Thus, governments should realise that ICH safeguarding is 
a common concern within domestic laws and should collaborate internationally 
and locally.

Although ICH does not have a set form, it flows all around the world through 
people. Sometimes various cultures coexist. If there is no understanding about 
local collaboration and cultural diversity, the character of ICH could create 
conflict.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construct a stable local collaboration 
system since collaborative efforts are necessary to create an environment for ICH 
safeguarding. In other words, stimulating collaboration is the key to overcoming 
challenges such as regional inequality in the ICH field.

ICH experts in the Asia-Pacific region gather to discuss regional collaboration 
for ICH safeguarding. Although every nation and sub-region has different 
circumstances, active discussion about ICH safeguarding methods is expected 
during the conference. In conclusion, I hope that all participants share their 
experience and suggest development directions. 

3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CH, the Fifth Chapter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nd Support

창립기념 자료집.indb   14 2013-03-28   오후 1:51:50



014 • 015

창립기념 자료집.indb   15 2013-03-28   오후 1:51:50



Central Asia

North-East Asia

South Asia

South-East Asia

Pacific

Regional Collaboration 
fo r  Sa fegua rd i ng 
ICH in Asia and the 
Pacific:               
Tasks and Strategies

창립기념 자료집.indb   16 2013-03-28   오후 1:51:50



1

Central Asia

Central Asia

창립기념 자료집.indb   17 2013-03-28   오후 1:51:50



창립기념 자료집.indb   18 2013-03-28   오후 1:51:50



018 • 019

Central Asia stands at the crossroads of ancient civilisations. Its territory, crossed 
by the northern part of the great Silk Road, constitutes an ensemble of cultural 
heritage sites and monuments that express common historical experiences as well 
as reflect an extraordinary cultural diversity dating from prehistoric times to the 
Islamic period and beyond. For centuries, the phenomen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as a key factor for the transmission of indigenous cultural traditions for 
future generations as well as a matching point for intercultural dialogue in Central 
Asia—a region with unique oral and music traditions. 

The process of socio-economic and cultural transformation observed in 
modern Central Asian states (Kazakhstan, Kyrgyzstan, Tajikistan, Turkmenistan, 
and Uzbekistan) after becoming independent in 1991 had also affected the stat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cluding changes in funding, expertise, and 
management. 

Serious challenges in ICH safeguarding have come in the wake of the changes 
created by independence. Whereas under Soviet power, the culture sector enjoyed 
state funding, together with an importance in state planning and a certain level 

Safeguarding ICH in Central Asia:
Overview and Perspectives

Sergey LAZAREV
Director

UNESCO Office in Alm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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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restige; under free-market conditions, this is no longer the case. Yet with these 
challenges have come new opportunities, particularly in such fields as reviving 
cultural traditions and sharing of expertise among international and regional 
experts as well as creating better approaches in identifying, inventorying, and 
safeguarding ICH.

Moreover, modern socio-economic growth, cultural identity needs, and 
a sense of history play important roles in the lives of Central Asian people. 
Effectively managing heritage sites, safeguarding ICH, and developing traditional 
arts and crafts are components for promoting tourism, and they have viable roles 
to play in the long-term socio-economic and cultural development of Central 
Asian countries. 

In recent years, UNESCO has acquired a great deal of experience as the 
coordinator of the often complex pilot projects for safeguarding and revitalising 
Central Asia’s ric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der the Japanese FIT 
agreements, projects for safeguarding the cultural space of the Boysun District in 
Uzbekistan, the classical music of Central Asia—Shashmaqom in Tajikistan and 
Uzbekistan—and the art of Akyns (epic tellers) in Kyrgyzstan were implemented 
between 2003 and 2007. These projects have contributed to initiating efforts for 
safeguarding oral, music, and handicrafts traditions, including inventorying. 
Project activities have also brought into play many different public and private 
sector partners. 

The First Central Asian Regional Meeting for the Promotion of the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CH was conducted by UNESCO in 
May 2006 in Boysun, Uzbekistan. The meeting provided a platform to exchange 
views and experiences among experts and other stakeholders in safeguarding 
ICH as well as to analyse some good practices in ICH inventorying. The meeting 
encouraged Central Asian countries to ratify the 2003 Convention (at that time, 
no Central Asian state had ratified the Convention) and promoted the adoption of 
international norms into the respective national legislations.

Following the Boysun workshop, and in line with its recommendations, 
a CIS training workshop on making ICH inventories was held in February 
2009 in Bishkek, Kyrgyzstan, for specialists in the ICH field. The aim of the 
workshop was to develop standard guidelines and formats for inventorying. 
It was also an occasion to review the state of ICH and safeguarding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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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ing institutional frameworks, and to identify and share good practices in 
ICH safeguarding. As the result of this meeting, Central Asian countries made 
an essential step towards establishing a planned institutional framework for 
reinforcing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is field. 

Serious efforts in cooperation and networking for ICH safeguarding in Central 
Asia have recently been made by ICHCAP. So far, two sub-regional network 
meetings on ICH safeguarding have been conducted, one in Tashkent, Uzbekistan, 
in March 2010, and the other in Dushanbe, Tajikistan, in July 2011. In addition 
one Expert Seminar on ICH Inventory Making for Central Asia was held in Seoul, 
Korea, in November 2010. It will be beneficial to continue to collaborate with 
UNESCO, UNESCO field offices and national commissions, ICHCAP, and other 
UNESCO-related institutes and Category 2 Centres in safeguarding the rich and 
diverse ICH of Central Asia.

There are five elements from the Central Asian region on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namely, the 
Cultural Space of the Boysun District (Uzbekistan, 2001), Shashmaqom: Classical 
Music of Central Asia (Uzbekistan and Tajikistan, 2003), the Art of Akyns, Kyrgyz 
Epic Tellers (Kyrgyzstan, 2003), Nauruz (Kyrgyzstan, Uzbekistan, Azerbaijan, 
India, Iran, Pakistan, and Turkey, 2009) and Katta Ashula (Uzbekistan, 2009). But 
there are no elements on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or on the Register of Best 
Practices.

In 2010 and 2011, UNESCO Offices in Almaty and Tashkent implemented 
several ICH inventory and crafts development activities in Central Asia. In 
Kyrgyzstan, two training workshops on making inventories were held in Talas 
and Osh. The main aim of these training workshops was to strengthen national 
capacities for inventorying and managing living ICH. Some ICH elements were 
inventoried at the National Complex Manas Ordo of Kyrgyzstan. 

In Uzbekistan, a pilot training workshop on making inventories of the 
living ICH of Karakalpakstan was conducted in the city of Nukus. The main 
goal of the workshop was to train Uzbek and Karakalpak specialists in the 
international norms of ICH safeguarding as well as to develop partnerships among 
communities, governmental, and international organisations to guarantee the 
long-term existence of this important living heritage. The workshop was followed 
by onsite training for one month, through field surveys in fourteen region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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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akalpakstan. The training enhanced the inventory-making capacity of local 
specialists through practices in questioning, recording, classifying collected 
materials, and archiving an inventory of living musical heritage.

Another successful project implemented for the last two years under the 
UNESCO-Korean Fund-in-Trust is linked to developing creative industries 
and strengthen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crafts industries in Kazakhstan and 
Uzbekistan. Through safeguarding and reviving traditional artisan techniques, 
the project aims to ensure the continua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skills 
as well as to increase the sustainability and competitiveness of craft markets. 
In the training and promotional activities, there is a particular emphasis on 
craftswomen.

Despite of these efforts, many factors still threaten ICH safeguarding 
and transmission in Central Asia. First of all, there are few or no specialised 
institutions or experienced experts working in this field, and therefore, there is 
a limited understanding of the core concepts and mechanisms in implementing 
the Convention. In response to these significant needs, UNESCO emphasises 
strengthening the capacities of national counterparts in ratifying the Convention, 
in meeting their obligations as States Parties, and in benefiting from the 
opportunities and mechanism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created by the 
Convention. 

As such, for 2012 and 2013, the UNESCO Offices in Almaty and Tashkent, 
with generous support from the government of Norway, will implement an extra-
budgetary project for strengthening national capacity to effectively safeguard ICH 
in Central Asia. The project, composed of a training series on implementing the 
Convention, performing community-based inventorying, and inscribing ICH 
elements onto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will focus on activities at the national 
level, but observers from neighbouring countries will be invited to some of the 
workshops. 

This training aims to help four Central Asian countries (Kazakhstan, 
Kyrgyzstan, Tajikistan, and Uzbekistan) meet their national obligations under 
the Convention, in particular the inventory making and other safeguarding 
measures, benefit from the mechanism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established 
by the Convention, and reinforce their national capacity to safeguard ICH and 
implement the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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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legislation and regulations in the cultural field are often not properly 
applied in Central Asia. Present legislation does not commonly reflecting all 
aspects of modern development and impacts. Although many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in particular UNESCO conventions, have been ratified by Central 
Asian countries, the need to strengthen national policy in the field of culture, and 
ICH safeguarding in particular, still exists. In this regard, Uzbekistan’s positive 
experience in modifying the Law of 2001 on Protection and Use of Cultural 
Heritage Properties reviewed the norms concerning interpretations of ICH and 
developed new regulations that could be considered in preserving and revitalising 
ICH.

As most ICH of Central Asia has cross linkages among nations, there is an 
obligation to promote joint regional scientific studies on various cultural forms 
and spaces related to ICH of the whole Central Asian region to avoid possible 
tensions in the inscriptions process. In the recent past, UNESCO had actively 
encouraged multinational nominations. On the advice of experts who examined 
the files before their evaluation by the jury of the Masterpieces programme, 
Uzbekistan was invited to submit jointly with Tajikistan a multinational file (rather 
than a mono-national nomination) for Shashmaqom Music, which is found in 
towns in both countries. Therefore, there is a real need to reinforce sub-regional 
cooperation and networking in the framework of implementing the Convention 
as a way of helping to prevent or solve conflicts that might arise over ownership, 
exploitation, or interpretation of the ICH elements.

In connection with the extra-budgetary project for strengthening national 
capacities for effectively safeguarding ICH in Central Asia, greater attention 
will have to be made at raising the sub-regional level’s capacity to cooperate on 
identifying and safeguarding shared heritage and support synergies and exchange 
in implementing components of the project organised within the cluster countries. 
Joint efforts in submitting requests for international assistance for safeguarding 
shared ICH will have to be encouraged.

The intangible and human dimension of heritage is a key factor for the 
survival of cultural traditions, and it remains an essential vector in transmitting 
cultures, identities, and social values to future generations. Ratification of the 2003 
Convention by most Central Asian countries is considered as a very important step 
for further preserving and developing its unique ICH. Recently, on 9 November 

창립기념 자료집.indb   23 2013-03-28   오후 1:51:50



Safeguarding ICH in Central Asia: Overview and Perspectives

2011, the Parliament of Kazakhstan agreed to ratify the ICH Convention. Thus, 
with Kazakhstan depositing the instrument of ratification, we will have four 
Central Asian countries making an effort to safeguard ICH by implementing 
the Convention and thereby contributing to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sub-
region.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emphasise that we have already established a 
fruitful relationship with ICHCAP, and we have clear perspectives in safeguarding 
the rich and diverse ICH in Central Asia. I would like to take this occasion to 
express our deep gratitud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support and the generous contribution of USD 300,000 through the UNESCO-
Korean Fund-in-Trust to develop creative industries and strengthen the 
sustainability of the crafts industries in Kazakhstan and Uzbekistan. I am sure 
that this support will contribute to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is sector in the 
countries of our cluster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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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entral Asian region is a unique area where centuries-old civilisations, 
religions, and cultures have intersected. The region’s ICH provides the basis for 
historical self-identification of the people that inhabit the region, and this ICH has 
influence on their future spiritual development.

The ancestral heritage is intertwined in a vast cultural material, which reveals 
itself in folklore, legends, festivals, and games; in the rules and norms of social 
behaviour; in music, songs, and dances; and in national costumes as well as in 
decorative and applied arts and crafts.

This year, Central Asian countries are celebrating the twentieth anniversary 
of their independence. Along with developing statehood,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need to revive the nations’ cultural identity by preserving and 
protecting objects of rich spiritual heritage.

Central Asian countries have been increasingly involved in the processes 
of global cultural development, mainly via cooperation with UNESCO and 
its institutes as well as other international organisations such as ISESCO and 
TURKSOY.

Discussion

Assel UTEGENOVA
Secretary-General

National Commission of
 Republic of Kazakhstan for UNESCO and ISE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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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iritual development of every nation is unthinkable without mutual 
learning and enrichment with other cultures, particularly given the affinity of their 
ICH. Despite the measures and mechanisms countries implement to safeguard 
ICH, the joint cooperation of Central Asian countries in this field is the primary 
condition for preserving and promoting the region’s ICH at the international level.

Unfortunately, despite the fact of having huge potential in this area, 
Kazakhstan is still at the stage of ratifying the 2003 Convention. The main 
omission in this regard relates to Kazakhstan’s non-inclusion in multinational 
nominations, such as Nowruz and the Art of Akyns, on the UNESCO ICH lists, as 
these traditions are widespread in the country.

Over the next year, this gap is expected to be filled. A large amount of ICH-
related materials has accumulated during years of research in relevant institutions 
in the field of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of Kazakhstan. Our primary 
objective is systematising, making inventories, and developing Kazakhstan’s 
national ICH lists, which will be the basis for preparing the first national 
nominations for the UNESCO lists.

Strengthening and expanding regional cooperation at the expert level by 
establishing stable links to share best practices and to ensure quality preparation 
for national and multinational nominations to the ICH lists should be seen as 
priorities in the context of ICH safeguarding in Central Asia.

The problem with ICH safeguarding in the region is complex, and it could be 
characterised by the region’s magnitude, in as much as it requires implementing 
measures on such a large geographical scale. Safeguarding measures require 
additional state support as well as assistanc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tarting from 2004, Kazakhstan has been successfully implementing an 
important initiative—a national strategic programme called Madeni Mura 
(Cultural Heritage)—which is aimed at creating an integrated system of studying 
the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including the intangible components, of 
Kazakhstan. A tremendous amount of work towards restoring the cultural 
identity of Kazakhstan has been accomplished by scientists in the framework of 
this programme.

Another step in which Kazakhstan can study and promote regional cultural 
heritage will be when the nation organises the Third Meeting of the National 
Commissions for UNESCO of TURKSOY Members (including fourteen Turk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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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ing countries and regions) that will be held in September 2012 with the 
participation of observers and representatives from UNESCO Centres.

Kazakhstan welcomes UNESCO’s important and timely initiatives planned 
for 2012 and 2013 with the assistance of the government of Norway, as these 
plans will strengthen the national potential of Central Asian countries in the ICH 
safeguarding field.

Such national and international projects aimed at fostering compliance with 
commitment under the 2003 Convention and expanding the regional partnership 
are key factors in preserving the identity of every nation and, consequently, the 
cultural diversity of the world.

Cultural values are an essential element of communication, mutual 
understanding, and rapprochement of nations. They act as the main criteria for 
supporting spirituality and an unbreakable bond between generations, integrating 
them into a chain of historical development.

The thirty-sixth session of the UNESCO General Conference adopted a 
resolution submitted by Kazakhstan on proclaiming the International Decade for 
the Rapprochement of Cultures from 2013 to 2022. Numerous events aimed at 
promoting diversity of the world and cultural richness are expected to be held in 
the framework of the Decade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Each object of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 and each work of art and 
monument of culture—they are all integral parts of an entire history, and in terms 
of their historical and cultural significance, they are solid and unique. 

The task of each state is not only to preserve the core foundation of its being 
and ancestral traditions for future generations but also to make them a common 
patrimony of all human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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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ancient times, Central Asia has been a crossroads of different cultures and 
religions. The major routes of the Silk Road crossed the territory, helped shape 
tolerance, and provided the intercultural dialogue.

Therefore, along with world-renowned historical and architectural 
monuments, Central Asia has a ric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people of 
the region have a rich tradition of music, folklore, customs, ceremonies, festivities, 
and applied arts and crafts, which have been pass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for centuries and thereby create an unforgettable and unique spiritual 
environment and cultural identity of the region.

In Central Asia, as in many other parts of the world, the expansion of 
globalisation and profound social and economic changes pose serious challenges 
to the existence of ICH. There is a risk that certain ICH elements could die out or 
disappear without help.

Adopting the 2003 Convention has provided States Parties with opportunitie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ssistance in protecting and keeping alive 
various forms of ICH. 

Discussion

Shahin MUSTAFAYEV
Director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entral Asi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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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far, three countries in the region have ratified the 2003 Convention—
Uzbekistan, Kyrgyzstan, and Tajikistan. Kazakhstan and Turkmenistan are still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joining to the Convention.

Several cultural practices and expressions of Central Asian ICH have already 
been inscribed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   Art of Akyns, Kyrgyz Epic Tellers (Kyrgyzstan, 2008). The predominant form 
of cultural expression among the Kyrgyz nomads is the narration of epics. The 
art of the Akyns, the Kyrgyz epic tellers, combines singing, improvisation, and 
musical composition.

•   Shashmakom Music (Uzbekistan-Tajikistan, 2008). For over ten centuries, 
the classical music tradition of Shashmaqom has evolved in the urban 
centres of Central Asia formerly known as Mâwarâ-al-nahr, an area that now 
encompasses present-day Tajikistan and Uzbekistan. Shashmaqom, meaning 
“six maqoms”, constitutes a fusion of vocal and instrumental music, melodic 
and rhythmic idioms, and poetry.

•   Cultural Space of Boysun District (Uzbekistan, 2008). The Boysun District, 
located in south-eastern Uzbekistan on the route from Asia Minor to India, 
is one of the oldest inhabited areas of Central Asia. With the diminishing 
importance of the Silk Road and the political changes in Central Asia, the 
region became quite isolated, which favoured the preservation of ancient 
traditions that show traces of several religions, including shamanistic beliefs, 
Zoroastrianism, Buddhism and Islam.

•   Navruz (Azerbaijan, India, Iran, Kyrgyzstan, Pakistan, Turkey, Uzbekistan, 
2009). Novruz marks the New Year and the beginning of spring across a vast 
geographical area. It is celebrated on 21 March every year, a date originally 
determined by astronomical calculations. Novruz is associated with various 
local traditions. The rites that accompany the festivity vary from place to place, 
ranging from leaping over fires and streams in Iran to tightrope walking, 
leaving lit candles at house doors, and playing traditional games in Kyrgyz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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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tta Ashula (Uzbekistan, 2009). Katta Ashula (literally ‘big song’) is a 
type of traditional song that forms part of the identity of various peoples of 
the Ferghana Valley in Uzbekistan, which is also home to Tajiks, Uyghurs, 
and Turks, and some regions of Kyrgyzstan, Tajikistan, and Kazakhstan. 
An original genre, Katta Ashula combines performing arts, singing, 
instrumental music, Eastern poetry, and sacred rites.

Challenges Associated with Making Inventories 
•   Not all countries joined the Convention 
•   Insufficient potential on an expert level
•   Lack of technical and communication tools
•   Lack of an institutional basis
•   Insufficient involvement of local communities
•   Shortage of financial means 

Needs of International Assistance 
•   Capacity building
•   Technical and communication systems for ICH safeguarding
•   Research expeditions to areas of living forms of ICH
•   Publications of ICH inventories 

ICHCAP Activities on Safeguarding ICH in Central Asia
•   First Sub-regional Network Meeting (Tashkent, Uzbekistan, March, 2010). 

Adoption of Action Plan
•   Expert Meeting on ICH Inventory Making for the Central Asian Region 

(October-November, Seoul, Republic of Korea). Adoption of Call for Action
•   Second Central Asia Sub-regional Network Meeting on the Safeguarding of 

ICH (Dushanbe, Tajikistan, 28-29 June). Adoption of Work Plan for 2011-
2013

IICAS’s Activities on ICH Study and Documentation
The activities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Central Asian Studies (IICAS) 

focusing on scientific research and document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Central Asia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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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s of Applied Arts. In 1999, IICAS initiated a large regional project on 
cataloguing applied arts objects of Central Asian people, i.e. main centres and 
types of handicrafts in the form of Atlas. Four volumes of the Atlas of Applied Arts 
were published as an outcome of the research. Each volume is dedicated to one 
of the following countries: Uzbekistan, Kazakhstan, Kyrgyzstan, and Tajikistan. 
Catalogues contain analyses of fine arts and collected materials, and they discover 
strata of Central Asian folk art that were not studied before. Proceeding from the 
abovementioned project, it could be asserted that the Atlas of Applied Arts is one 
option of cataloguing (inventory making) ICH elements of the region. 

Suzani. In 2011 IICAS translated into English and published Suzani, Central 
Asian Traditional Embroidery, a book by O. A. Sukhareva. Suzani is a distinguished 
branch of embroidery art in several Central Asian areas with Tajik and Uzbek 
populations. 

Artistic Arts of Central Asia between the Ninth and Fifteenth Centuries. 
To continue work in studying, safeguarding, and inventorying artistic crafts 
of Central Asia, IICAS has decided to study this sphere further on the basis of 
archaeological and art expeditions being carried out in the region. The General 
Assembly of IICAS, held in 2009, approved the project Applied Arts of Central 
Asia (IX-XV Centuries), which will be carried out until 2012. The outcome of this 
project is expected to be published in five volumes: Volume I: Ceramics, Volume 
II: Architecture, Volume III: Glass, Volume IV: Toreutics, and Volume V: Textile 
Fabrics and Bone Carving. 

Bulletin of IICAS. In addition to initiating large-scale projects, IICAS 
constantly keeps an eye on the various issues of scientific study for ICH in Central 
Asia. For instance, the Bulletin of IICAS frequently publishes articles on different 
aspects of ICH—music, crafts, religious and ceremonial practices, traditional 
beliefs and knowledg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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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meeting is a continuation of the ICH safeguarding initiatives in the Asia-
Pacific region, which is regarded as a distinctive interim outcome in creating the 
Centre and strengthening its role in ICH safeguarding in the region. It is necessary 
to note that activities linked with ICH safeguarding in the Central Asian region 
have intensified during last few years, and the role of ICHCAP has been very 
essential in that process.

Two important sub-regional meetings on ICH safeguarding took place in our 
region. The first one took place in March 2010 in Tashkent, and the second took 
place in July 2011 in Dushanbe. Experts from Central Asian countries, ICHCAP 
representatives, and UNESCO representatives participated in the work of these 
meetings. In my view, the fundamental outcome of the work has intensified the 
process in preparing inventories of ICH elements and improving awareness and has 
increased the focus of governments and societies on ICH safeguarding matters. 

Taking into account preliminary experiences, we can confirm that the issues 
of safeguarding and transmitting ICH to future generations are more effectively 
settled with multilateral cooperation and with the participation and support 

Discussion

Shahlo Abdurahimova
Secretary-General, 

Tajikist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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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uthorised organisations, such as UNESCO and ICHCAP. Unfortunately, 
Central Asian countries began to carry out independent ICH safeguarding 
activities just recently. As is well known, ICH safeguarding matters were under 
the centralised authority of the Soviet government until Central Asian nations 
gained independence. The centralised safeguarding approach was not always 
effective, and the ICH interests of particular countries were frequently not taken 
into account or were ignored. It is pleasant to note that since then and with 
international support, our countries have a clearer and more active approach 
towards ICH safeguarding activities. 

Even now, we witness considerable results from regional cooperation. We 
continue to present examples of successful regional cooperation with ICH 
safeguarding. For example, in Tajikistan and Uzbekistan, the classical music of 
Shashmaqom was inscribed on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and before then 
was proclaimed a Masterpiece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in 2003. These designations stimulated our countries to further develop and 
safeguard Shashmakom. They serve as representative examples of regional 
cooperation having a positive effect on ICH safeguarding in the region. Another 
initiative is the current inventory listing process. It will be the starting point in 
preparing ICH inventories in our countries, making it possible to fix ICH-element 
lists at legal and official levels. 

In accordance with the plan of action adopted during the second sub-regional 
meeting on safeguarding of ICH, which took place in Tajikistan, the States Parties 
expressed their readiness to create specialised committees on ICH inventorying at 
the national level, to compile preliminary ICH lists, and to classify ICH categories. 
In this connection, I invite our countries to actively revitalise the plan of action.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focus your attention to the question of including 
ICH objects of our countries to the UNESCO ICH lists. Unfortunately, despite the 
unique nature of cultural and historical heritage of Central Asia, which served as a 
crossroads for ancient civilisations, the region’s ICH is insufficiently represented on 
the ICH lists. In this regard, I invite active cooperation and support for one another. 
In regard to the important issues of region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ICH 
safeguarding, I would like to remark that the international celebration of Navruz 
will take place in March next year in Dushanbe. It is expected that the leaders of 
Central Asian countries, guests from various parts of the world, and represent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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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international organisations will take part in the celebration. In this connection, 
we propose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organising the joint event under the 
auspices of ICHCAP and UNESCO, which are both devoted to safeguarding and 
developing ICH in the region. 

Navruz, a bright holiday with a three-thousand-year-old history, is celebrated 
by Central Asian countries as well as by Azerbaijan, Afghanistan, India, Iran, 
Pakistan, and Turkey. Although Tajikistan was one of the initiators on including 
Navruz to the Representative List, Tajikistan could not join the nomination 
since it was not a State Party to the 2003 Convention when the nomination was 
being prepared. However, now that Tajikistan has ratified the 2003 Convention, 
I would like to kindly request assistance and support to include Tajikistan in the 
Representative List for Navruz. 

My dear colleagues, as mentioned before, the government of Tajikistan will 
continue to make great efforts to safeguard and develop ICH in the country and 
region. We are open to any form of cooperation and consider ICH safeguarding 
transmission a duty and obligation. In this respect, I would like to invite all 
of us to be more active in safeguarding our ICH and to achieve our goals and 
purposes. Once again allow me to thank the organisers for their warm reception 
and the opportunity to work in an atmosphere of beneficial cooperation and 
understanding. Finally, I’d like to express my hope to see all of you at our 
celebration of Navruz next year in Tajik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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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we all know, the importanc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s been greatly 
enhanced since the 2003 Convention though the forms we are talking about 
are old if not ancient in many cases, and the individuals who have worked in 
the arts with what was called ‘expressions of folklore’ were involved in efforts to 
preserve and transmit these traditions. However, the 2003 Convention, which has 
at its centre the aim of safeguarding, has helped bring these issues to the centre, 
resulting in debate and the need to define the ‘intangible’.

I am discussing these issues not only as one who works in this area but as 
one providing perspective from India, from the standpoint of an archivist who 
is involved in the documentation, preservation, and dissemination of form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cluding music, oral traditions, rituals, and other 
forms of performance.1 Though this is an attempt at providing an overview of the 
status of the Convention, my aim will be to deal with the spirit rather than the 

1     Though my experience is limited to India, this paper is based on input from Moe Chiba of the UNESCO New 
Delhi office for an overview of issues from Bhutan, Sri Lanka, and the Maldives, which fall under their aegis.

Regional Collaboration for 
Safeguarding ICH: 
Overview, Tasks, and Strategies with Special Reference to 
India, Bhutan, Sri Lanka, and the Maldives

Shubha CHAUDHURI
Secretary-General 

Executive Director 
American Institute of Indi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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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of the Convention. 
A brief overview of the status of implementing the ICH Convention in the 

countries under discussion follows. 

Bhutan

Bhutan is a small Himalayan kingdom with a rich heritage. At this time, there 
is no specific legislation that deals with ICH, though a request was made for 
assistance in creating national legislation. 

A beginning has been made towards creating a preliminary online database 
of Bhutan heritage by the Institute of Language and Culture Studies (ILCS) with 
support from UNESCO. An inventory of rituals has also been carried out by the 
Institute. 

Being a small country, Bhutan generally has limited human and institutional 
capacities. The Royal Academy of Performing Arts, which has been identified as 
the nodal technical agency for the Convention, is primarily a training institution 
for performing arts. 

The new constitution of Bhutan as well as the Gross National Happiness, 
however, puts emphasis on protecting heritage and culture as part of the 
country’s holistic development. The Centre for Bhutan Studies is charged with 
the responsibility of promoting and increasing information and knowledge of the 
concept of Gross National Happiness. Among its programmes of publications and 
seminars, a seminar on media and culture seems to have been the beginning point 
for discussing various ICH elements.

Bhutan has one element inscribed on the Representative List—the Mask Dance 
of the Drums from Drametse.

Sri Lanka

Sri Lanka is an island nation in the Indian Ocean, and it has an ancient and 
rich heritage, including a vast range of ICH. However, there is as yet no national 
legislation for implementing the 2003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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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Inventory
A website o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Sri Lanka is being maintained 

at http://www.natlib.lk/inhe/. This project was started with the assistance 
of UNESCO in September 2008.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ational 
Committee was set up, and it includes scholars from the field of anthropology and 
other disciplines who have expertise in fields related to ICH. The National Library 
and the Documentation Services Board work as conveners. As an initial step, data 
related to ICH elements were collected from the materials housed at the National 
Archives. The intention is to expand in the future to cover the whole island and to 
collect, preserve, and make available data related to ICH in Sri Lanka. 

Safeguarding
In 2009, with partnership of the ACCU, under the International Partnership 

Programme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Training 
Course for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as carried out. 

This was an island-wide, national programme launched by the Ministry of 
Cultural Affairs and National Heritage and the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 

Objectives of the Project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to create an island-wide programme for 

safeguarding ICH in Sri Lanka. The specific objectives of the project are to

•   identify the different kinds of ICH 
•   categorise and safeguard ICH according to geographical regions
•   investigate the background of cultural diffusion that has taken place for ICH 
•   examine the cultural changes and their impact on ICH
•   understand the social and cultural issues for safeguarding ICH 
•   prepare and maintain an inventory for future generations

Under this project, a pilot survey was carried out in eight of the nine provinces 
of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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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dives

The Maldives, a small island nation in the Indian Ocean, is currently in the process 
of ratifying the 2003 Convention. Preliminary discussions have begun between the 
Ministry and UNESCO to reflect on the purpose and the nature of the national 
inventory and the modalities involved in implementing the Convention as well as 
technical assistance to create national legislation. 

As a very isolated country, the Maldives needs assistance in training and 
implementation through creation of a cultural management group. There are at 
this time, few institutions that can participate in inventorying and safeguarding 
programmes. The Department of Heritage was formed in 2011, and one of its 
major assignments is to promote and preserve ICH.

India 

India is the largest country in the subcontinent and the region with a great range 
and number of ICH elements and ancient heritage in these areas as well. There have 
been many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agencies working in the heritage 
safeguarding field, even prior to the 2003 Convention. It is perhaps because of 
this rich and complex tapestry of traditions and the multitude of agencies and 
institutions that there is no nodal agency identified by the government of India to 
implement the Convention or charged with the responsibility of carrying out the 
national inventory. 

Aspects of Implementation

Inventorying
Though there is no official national inventory, there are multiple inventories 

at the state, regional, and national level, in various stages of detail and completion 
at this time. These are being prepared and maintained by governmental and non-
governmental agencies, as has been mentioned earl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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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Atlas 
An attempt to create a cultural atlas of India, including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s been under way by the UNESCO New Delhi Office. To this 
end, templates were designed for monuments, spaces, crafts, performing arts, and 
folklore as well as for events such as fairs and festivals. The intention has been to 
create an online space that would work with a wiki model so that various agencies 
could input data along with audio, video, and image files. 

Safeguarding 
As in the case of inventorying, many agencies and institutions are involved 

in safeguarding and preserving ICH though not always the Convention. The 
government institutions, such as the Sangeet Natak Akademi, the Indira Gandhi 
National Centre for the Arts, and various agencies under the Ministry of Culture, 
carry out various programmes aimed at safeguarding ICH through the promotion 
and preservation as well as the transmission of ICH elements. At the non-
governmental level, there are national and state level institutions working towards 
safeguarding.

Nomination
India has been active in nominating elements for inscription on the 

Representative List. At this time, the inscribed elements are: Kutiyattam; Ramlila; 
Vedic Chanting; Navroze (multinational); Ramman, Chhau Dance; Kalbelia; and 
Mudiyettu.

Issues and Challenges in Implementing the 2003 Convention

Though the countries discussed in this region are not at all equal in size, 
infrastructure, or capacity, there are a few issues that emerge. As mentioned 
in the introduction, though the practice of ICH and attempts to preserve and 
safeguard may be much older than the Convention, there is no doubt that the 
Convention has brought the issues regarding ICH to the forefront, given them a 
place in governmental structures, and provided a vocabulary and concepts that 
are appropriate to it. Given that, there is a need to recognise the difference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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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of governance and the institutional and educational infrastructure of each 
country that may make it difficult to apply one formula to all. 

To address the issues and challenges, it would be useful to review the 
Convention and its basic aims. As is known, the basic aim of the Convention 
from which it takes its name is safeguarding. And thus if we look at the key 
safeguarding measures in the convention, they are listed as

•   Inventorying : Presenting information on ICH elements in a systematic way
•   Raising Awareness: Encouraging people to understand and appreciate ICH
•   Revitalising: Strengthening endangered ICH

Inventorying: Pros and Cons

If we review reports and case studies on implementing the Convention, we find 
that inventorying plays a major role. This is understandable as a national inventory 
is an obligation of all States Parties who are signatories to the Convention. 
UNESCO does not, however, provide a template or model inventory.

The aim of inventorying is to identify elements of ICH in a systematic way 
to create a baseline document, if we may call it that, and to be able to then create 
strategies to create respect, increase awareness, and appreciate all elements in an 
inclusive fashion. To prevent this from being a top-down exercise, the Convention 
has further added the requirement that the inventorying be community based and 
that it involves prior informed consent.

If we then begin inventorying by attempting to collate and combine existing 
inventories and databases in various countries, we may find that the data collected 
may not fulfil these criteria and thus perhaps not find a place in a national 
inventory. Creating a community-based inventory that includes community 
members needs the assembly of a large task force that can work in each region or 
province, state, and town or city, being inclusive. Those who have been involved 
in any ethnographic fieldwork will be aware of the extent of this work if we are to 
collect data from each community and cultural group and the elements that make 
up 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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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ral traditions and expressions, including language as a vehicle of the ICH
(b) performing arts
(c) social practices, rituals and festive events
(d) 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
(e) traditional craftsmanship

As there is freedom under the Convention, each country must decide to what 
extent such an inventory must go. There are also inherent issues in an inventory 
that is community based as the very definition of community is broad as it needs 
to be and thus the representation of a community or group or even an individual 
is allowed. Identifying the appropriate leader or representative requires sensitivity 
and time—and a need to understand community dynamics, which may not 
always be feasible. Inventorying can also include the idea of cultural ownership 
and shared ownership, which are often contested and, much like ICH, fluid and 
changing. 

Finally, inventorying at the national and state level is subject to bureaucratic 
structures and mechanisms that may lead to fixing the otherwise ever-changing 
nature of ICH elements that need to be flexible if they are to be kept alive and vital. 

It is, however, important to point out that it is not only the process of 
inventorying that carries with it the risk of freezing traditions. Any form or official 
recognition, whether through broadcasting, festivals, or competitions, carries the 
same risks.

The issue of rights and permissions is a complex one, and in many situations,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may be difficult to procure and thus is often 
implemented in the letter rather than the spirit. There are many elements, such as 
festivals, where there is no representative who can provide consent or permission. 

There is thus a danger that by its very aims, size, and extent, the process of 
inventorying may become an end in itself, not allowing time and resources for the 
core purpose of safeguarding.

Inventorying and Nomination and other definitions

Though the process of inventorying is a precursor to nomination, the issu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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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cribing elements to the Representative List seems to become the centre of the 
Convention in public perception. Often the emphasis on implementation is on 
nomination rather than inventorying or safeguarding. Though the Convention 
defines ICH as living heritage that is being practised and changing, the most 
common misunderstanding seems to be that nomination can be used to revive 
forms that are dying or have ceased to exist or to fix them.

Safeguarding

Apart from the key safeguarding measures discussed earlier, the Convention also 
lists the following measures that are part of safeguarding. 

(a)  adopt a general policy aimed at promoting the function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society and at integrating the safeguarding of such 
heritage into planning programmes

(b)  designate or establish one or more competent bodies for safeguarding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esent in its territory

(c)  foster scientific, technical, and artistic studies as well as research 
methodologies with a view to safeguar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ffectively, in particular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d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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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fostering the creation or strengthening of institutions for training in the 
managemen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e transmission of 
such heritage through forums and spaces intended for the performance 
or expression thereof

 (ii)  ensuring access to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le respecting 
customary practices governing access to specific aspects of such heritage

 (iii) establishing documentation institutions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facilitating access to them

These critical aspects of the Convention, which are the critical aspec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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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term policies, such as research and documentation, designation, and 
development of institutions, and the creation of heritage policies as part of national 
planning, get less attention than they deserve.

Safeguarding and Development

In the region under discussion, though the resources and existing cultural 
infrastructure may vary, it is clear that the needs are similar.

•   Create and or identify appropriate institutions or organisations
•   Train and build capacity for carrying out inventories
•   Make national policies and legislation for implementing the ICH Convention
•   Introduce programmes for promoting, preserving, and transmitting ICH
•   Research and document ICH
•   Find funding 

A major aspect for promoting, preserving, and transmitting in countries like 
India is linked to sustainability and livelihood of practitioners. This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the context of changing socio-economic factors, such as the tapering 
of traditional patronage systems. Creating a workforce equipped to participate 
in such programmes on behalf of communities need education and capacity 
building, all of which are perhaps best served if policies for safeguarding ICH are 
linked to development initiatives.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 - Collaborations

There are on-going collaborations in the region through various agencies and the 
new initiative from UNESCO through capacity-building workshops in the region 
will certainly bring some uniformity to the training and lay a base for policies and 
programmes. 

A few examples of such programmes are: the Traditional Knowledge Digital 
Library in India, which is providing support to similar initiatives in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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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Craft Revival Trust with its online database of craft traditions that has 
extended its website to include Bangladesh, Bhutan, Maldives, Laos, Pakistan, 
Nepal, and Sri Lanka. 

There is a lot of scope for collaboration in training and projects. A relatively 
isolated island nation such as the Maldives could certainly gain from collaborative 
programmes with the Pacific region.

Bhutan shares heritage with other Himalayan states in India, which could 
form the basis of creating matrices for safegua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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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The time is opportune for nations across the world to take up the cause of 
safeguarding intangible heritage, for there is a growing awareness and renewed 
interest worldwide, as evidenced by UNESCO’s initiative to develop the 2003 
Convention as a standard-setting instrument for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intangible form of heritage pertains to ideas, practices, beliefs, and values 
shared by a group or community over long stretches of time. While it is the 
crystallised experience from the past, it is also an on-going dialogue with the 
present, connecting the past and present through the bond of shared cultural 
values handed through generations. This paper discusses the diversity and richness 
of intangible heritage in the South Asian region and the ways to strengthen it as a 
shared cultural resource with differences in identities and expression.  

Discussion

Sudha GOPALAKRISHNAN
Executive Director, Saha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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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In South Asia, there are countless expressions of intangible heritage with distinct 
features, varying from community to community, village to village, and area to 
area. The expressions of heritage take a multiplicity of forms like fairs and festivals, 
worship and ritual as well as games, plays, and arts and crafts. There are countless 
expressions of intangible heritage expressed in mythology, folklore, worship 
patterns, festivals, fairs, and the arts. Apart from culture-specific expressions, 
intangible heritage in South Asia has pan-Asian traditions not confined to a 
particular nation, locality, genre, or category, but as multiple forms, levels, and 
versions interlinked yet independent from one another. For example, the tradition 
of the epic Ramayana cuts across national boundaries and finds expression all over 
the region, including Bhutan, Bangladesh, Cambodia, India, Nepal, and Thailand. 
The epic has multiple forms and variant versions, and it has been adapted into 
a rich variety of songs, dances, theatrical presentations, narratives, paintings, 
film, and television productions—all of which coexist to contribute to a common 
Asian heritage. As another example, the tradition of Sufi music is prevalent in 
Afghanistan, Bangladesh, India, Pakistan, and Sri Lanka. 

Tasks Involved in Safeguarding ICH

Given the multiplicity and complexity of intangible heritage in the region, 
programmes for revitalisation have so far been too dispersed and isolated. Existing 
safeguarding programmes are scarce, and therefore, a broader approach for 
safeguarding intangible heritage is being visualised here.

The tasks to be addressed are 

•   Conceptualising a well-defined policy to increase involvement in the 
revitalis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ulture: existing multilateral 
regional networks may be used as forums to address common concerns. (For 
example, the symposium on folk dances in which five countries participated was 
organised by the SAARC Cultural Centre was held in Bangladesh in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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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ing varied cultural heritage elements would require the pooling in 
all the efforts through networking and communication

•   Encouraging people (different groups, communities, regions, and disciplines) 
of each cultural domain require to sustain their traditions with a strong 
emphasis on documenting the cultural heritage by drawing up priority areas 
and promoting safeguarding 

•   Creating registries of ICH items could be operationalized through 
networking with several institutions and creating national, state, and local 
committees with the involvement of all the stakeholders mentioned above

•   Deploying well-trained personnel in the respective fields who can work with 
communities for perpetuating their unique wisdom, traditional knowledge, 
and other expression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re is an urgent 
need for implementing heritage management courses that emphasise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Creating regional, national, and local databases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y networking with national and local institutions with the active 
involvement of the government and its affiliate bodies, NGOs, private sector 
organisations, elders, women, youth, and interested laypeople, with a special 
focus on promoting the role of women as custodian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Sustaining large-scale support for custodians of heritage and voluntary 
organisations and allowing them the necessary freedom of expression

•   Promoting creativity pertaining to ICH and fostering enjoyment within 
society by organising public events, fairs, and festivals and by giving 
awards to leading craftspeople through cultural exchange programmes and 
providing opportunities for performances and presentations at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to preserve heritage as living traditions

•   Encouraging the youth to foster their heritage, consciously integrating 
courses related to intangible heritage into the learning practices at school, 
and encouraging student participation as interactive modules, supporting 
training, performance, and research on vital aspec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Putting into practice national policies and an overarching legislative 
framework for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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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sitising the media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creating worldwide 
consciousness and giving more space to cultural issues

•   Promoting the tourism industry to play a healthy role with an approach 
towards preserving cultural heritage and not exploiting it

Strategies for South Asia

To implement the 2003 Convention effectively, safeguarding plans have to start 
at the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Countries may be encouraged to prepare a 
concerted action plan with the following deliverables.

•   Creating a regional resource centre and affiliated national centres with 
involvement of the government and its affiliate bodies, NGOs, community 
participants, representatives of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practitioners

•   Creating national inventories through a multi-tracking system (surveys, 
mapping, research, and referencing) 

•   Documenting using IT tools and A/V resources
•   Instituting awards and recognition to heritage bearers and supporting them 

to continue their activity
•   Promoting financial and operational support to NGOs working in the sector 

through linking them with public and private funding and resources
•   Introducing heritage management courses as professional training 

mechanisms and heritage education courses in schools and colleges for 
fostering ICH with opportunities for training, performance, and research

•   Facilitating access to cultural expressions through organising public events, 
fairs, and festivals

•   Developing an effective legal instrument for acknowledging and protecting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he South Asian region 

Strategies for ICHCAP

ICHCAP, being an institution mandated by UNESCO to forge efforts on 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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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guarding in the Asia-Pacific region, needs to encourage the following activities  

•   Facilitate the networking of regional and national bodies by disseminating 
information and organising exchange programmes on different activities 
linked to action plans for ICH safeguarding

•   Create opportunities for creating inventories through advocacy, training, and 
support

•   Institute documentation strategies through facilitation, training, and access 
to best practices

•   Support transnational and regional research, practice, and training
•   Create platforms for developing heritage education to disseminate and 

exchange ideas 
•   Disseminate guidelines and training for developing expertise on submissions 

for UNESCO Representative and Urgent Safeguarding Lists
•   Develop guidelines for protecting IPR relating to ICH

Sahapedia: An Open, Online Encyclopaedia on Indian and Asian 
Cultural Heritage

Sahapedia is planned as a comprehensive, open, multilingual, encyclopaedic web 
resource on Indian (and more broadly, South Asian) culture and heritage. The 
three goals of Sahapedia are to inform, educate, and act. The content on the site 
will be created, edited, and discussed by registered users around India, South 
Asia, and the world. Besides text articles, Sahapedia contains rich media content 
including photographs, audio-video recordings, maps, timelines, lineage trees, and 
much more.

Potential Areas of Collaboration between Sahapedia and ICHCAP

•   Digitisation programme for making archives and heritage forms available 
online 

•   Interview project to record oral history across South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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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ps project to participate in the cultural mapping of India and South Asia 
by marking cultural forms, practices, and events in their areas

•   Heritage education project to provide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with a 
number of ideas and activities 

•   Policy guideline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lating to 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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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is the continent where the world’s great religions were born and civilisations 
flourished. The foundations of these religions’ teachings are based on pursuing 
truth and beauty, establishing peace on earth through mutual tolerance, and 
fostering love as the bedrock of human happiness. The folk traditions of the 
societies that have developed in the countries of Asia underlie the evolution of the 
moral and social precepts of these religions as well as draw from their beliefs and 
practices.

When we talk about South Asia, we see that the world's earliest civilisations 
developed in this region. For most of the last three millennia, the region has been 
united under one or two powerful states; each one succeeding the last, and at 
times, eastern- and western-based polities. The main states in this regard were the 
Assyrian Empire, the Babylonian Empire, the Achaemenid Empire, the Seleucid 
Empire, the Parthian Empire, the Roman Empire, the Sassanid Empire, the 
Byzantine Empire, the Umayyad Caliphate, the Abbasid Caliphate, the Safavid 
Empire, and the Ottoman Empire.

South Asia is the birthplace of Islam, Christianity, Judaism, and other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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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otheistic religions. Today, the region is almost 93 percent Muslim and is 
dominated by Islamic politics. Culturally, the region is Turkish, Arab, and Persian. 
Iraq is a unique example of Persian, Turkish, and Arab culture. We find deserts 
in many of the Arab countries with presence of nomadic groups. On the other 
hand, modern metropolises also exist on the shifting sands: Abu Dhabi, Amman, 
Riyadh, Doha, and Muscat. 

Therefore, Asian societies are by and large pacific in nature. A culture of 
love and peace governs the life of the common people of Asia, which draws its 
sustaining energy from the perennial font of its traditional heritage that includes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e. 

Asian countries have a shared treasure in various disciplines including 
art, craft, culture, music, and folk traditions. The pervasiveness of folk music 
in South Asia has long been recognised by scholars who have written about 
the extraordinary diversity of the subcontinent’s music, variegated through 
regionalism, ethnic multiplicity, and countless foreign influences. Indeed, much 
of the abundant verbal folklore of the region is performed along the continuum 
from speech to chant to song, and many everyday activities as well as most special 
events take place within a musical context. This reflects a widely held belief in 
music’s auspicious properties.

Since I am from a country located in South Asia—Pakistan—I would also like 
to share my views about the historical and cultural importance of this beautiful 
country. 

Pakistan is a developing country. It is not highly modernised or industrialised. 
Curiously, underdevelopment has its blessings. One great advantage of being 
underdeveloped is that Pakistan’s folk culture is still a living tradition practiced by 
a dominant majority of its people. Pakistanis, therefore, do not have to go looking 
for folklore; it is all over. In fact it is commonplace that an average rural Pakistani 
may have no awareness whatsoever of his folkloric culture and the richness of his 
folk heritage, just like fish in water.

Pakistan’s traditional culture has evolved over great lengths of time. Though 
living, it has great antiquity. It links back to the ancient Mehergarh civilisation that 
flourished from the Balochistan province of Pakistan more than 9,000 years ago, 
which is acquainted with the Indus Valley civilisation of Moenjodaro and Harrapa 
of 5,000 years ago and the Gandhara of 2,500 years ago. Our traditional cultur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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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deeply rooted, and it extends over many centuries. 
A large majority Pakistanis lives in the villages. Their life is tradition bound. 

Customs, rituals, ceremonies, beliefs, folk songs, and dances form the matrix of 
their day-to-day sentiments.

Pakistan stands out for its dynamic and diverse cultures in terms of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tistic expressions, creativity, ethnic/religious 
groups, and languages. With its rich cultural history and commitment to 
promoting and preserving cultural treasures, Pakistan has also signed the 2003 
Convention.

Let me introduce the prime cultural institution in Pakistan to which I 
belong, Lok Virsa (the National Institute of Folk and Traditional Heritage). It 
is a pioneering expert national organisation having the requisite expertise and 
experience of over four decades in collecting, documenting, and preserving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he country. 

It has over twenty thousand hours of professionally recorded authentic cultural 
materials in its sound archives collected through village-to-village, town-to-town, 
and district-to-district field surveys and documented scientifically as a storehouse 
of the nation’s heritage for posterity. It is the largest single archive of Pakistan’s 
intangible heritage.

In my considered view, all the relevant cultural organisations in the Asia-
Pacific region, in particular in South Asia, should work cohesively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ICHCAP, and other bilateral and multilateral cultural 
organisations for devising a joint strategy to strengthen and safeguard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he region. 

In this regard, I suggest the following.

•   Overall, there should be mutual cooperation among the cultural 
organisations of the Member States of the Asia-Pacific region for entailing 
occasional visits of experts, folk artists, musicians, and craftspeople. 
Exhibitions, festivals, conferences, workshops, seminars, and student- and 
expert-exchange programmes could be the best mechanisms to ensure 
extensive and intensive cultural exchange.

•   Specifically talking about South Asia, which includes nine countries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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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 Pakistan, we need to engage with each other more rigorously on 
multiple levels to exchange expertise and experience, especially on the 
implications of the 2003 Convention. We have already proposed a regional 
workshop on mutual learning and sharing for the South Asian states at the 
occasion of tenth anniversary celebrations of the 2003 Convention. 

•   If we specifically talk about the implications of 2003 Convention, it includes 
preparing a comprehensive national inventory of ICH elements and 
preparing cases of elements for inscription on the Representative and Urgent 
Safeguarding lists of UNESCO. Certainly it is on these specific points that 
countries like ours are looking for technical support from Asia-Pacific states 
that have already achieved landmark achievements in this regard (Korea, 
China, Japan, Iran, India, and others). 

Here, I must offer my appreciation and acknowledge the role and contrib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CHCAP, Japan and the Asian Cultural Centre for 
UNESCO, and China for advancing information, knowledge, techniques, and 
support to other nations about the significance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today’s world while devising mechanisms for documenting and preserving 
traditional culture as a whole. Their initiatives in this direction can certainly serve 
as a roadmap for other countries of the region to follow in accordance with their 
own national cultural policies and criteria. 

While concluding my paper, I would like to thank ICHCAP and in particular 
Seong-Yong Park, the Acting Director, and his dedicated team for successfully 
holding this prestigious event and providing warm hospitality to the participants 
from other countries at this beautiful city. Here, I also assure our sincere support 
to ICHCAP in all its efforts and initiatives to promote and strengthen the 
intangible culture in the Asia-Pacific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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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sound and healthy government policies are, with an ever-increasing 
population and with the invasion of globalisation and the assimilation of cultures 
and traditions, the promotion and preserv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is a challenging and mammoth task for any government. People’s ways 
of thinking are gradually changing with development. Foreign cultures are 
seeping into the country and are having a negative impact on the already existing 
traditions. This is an inevitable problem faced by every developing nation for 
which a common solution has to be found to slow the effects of outside influences 
and to safeguard our heritage. 

The following are some of the challenges that most countries in Asia, 
particularly Bhutan, face today.

•   Due to rapid socio-economic development in Asia, the communities rich 
with cultural heritage are increasingly getting exposed to the modern ways 
and amenities, thereby eroding the existing culture, and their genuine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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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s are constantly threatened with the onset of modern and hybrid 
cultures through television and other media agents.

•   As younger generations of the community population are becoming more 
oriented towards the modern and western education, core cultural values 
and heritage are losing their original place of importance and priority in the 
minds of the youth as younger people are mostly out in schools and colleges, 
thus losing touch with the community and cultural practices.

•   With the changing times and attitudes in society moving towards 
materialism, people’s character and way of thinking are gradually falling to 
ruin. Bonds between people of different sections of society, involving both 
thought and action, are at stake.

•   With modern education and the rural-urban migration phenomena, the 
younger segment of the population prefers city life, thus abandoning the 
older, unproductive citizens to care for themselves. This is leading to the loss 
of care and concern for the elderly; it has started to undermine the essence, 
practice, and seriousness of cultural values.

•   At the cost of materialistic development, governments and individuals are 
desecrating and destroying ICH either intentionally or unintentionally. 
So there is a great threat to some of the important ICH elements being lost 
forever. 

Develop Closer Collaboration among Member Countries 

Considering the challenges we face today, we need to work towards building closer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among member countries for safeguarding ICH 
in the region. I hope the following points will serve as a basis for discussion in a 
small way for drawing resolutions to develop closer collaboration among member 
countries.

•   While extensive studies have been done worldwide in the area of bio-
deterioration, not enough studies have been done on mind-degradation of 
cultural value. The reason being is that in today’s world, there is a hue and cry 
over cultural value, moral value, and the value education for school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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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older students geared toward making the younger generation better 
citizens for tomorrow. All parents, policymakers, researchers, and 
educationists are greatly concerned over this crucial issue. In this regard, 
the study on “mind-degradation of cultural value and its control” is very 
important. 

•   As we move further into our socio-economic development, we need to take 
a closer look at the challenges facing each other’s nation and ways the ICH 
can be preserved and promoted. We should seriously reconsider how to 
interpret the values in terms of contemporary needs. The time has come for 
us to transcend our narrow social views and to look forward to developing 
an understanding of what has been best described as ‘universal ethics.’ In this 
way, we will be in a better position to work for the happiness and welfare of 
nation states. 

•   Member countries must make efforts to convince the leaders about the 
importance of safeguarding ICH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and the way 
ICH is effective in projecting national and community identity, and we must 
make efforts to ensure that our leaders and policymakers come to a common 
understanding of the value of ICH and then incorporate ICH safeguarding 
in developmental policies to create a greater social impact. 

•   People must consciously make the effort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ICH, endeavour to practice their heritage earnestly, and then explain 
their ICH to others. Our education system and our media network must 
spread these values through every means possible so that our daily thinking 
is affected by them. A greater awareness of, and an abiding faith in, the 
continued relevance of a country’s unique ICH needs to be inculcated 
especially among younger generations. If our culture is to survive and 
flourish for future generations, our children must understand and accept 
their role as custodians of a distinct culture and the values and principles on 
which their country is founded.

•   ICH safeguarding involves making individuals understand their 
responsibility towards society and understand the interrelatedness of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ICH elements. Public opinion should be mobilised 
to put a halt to the desecration and destruction of ICH and to take action to 
prevent ICH desecration in respective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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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ch member countries must play a lead role in spearheading ICH 
safeguarding efforts and must support poor member countries in their 
safeguarding activities by providing technical support in building human 
resource capacity. Establishing an ICH safeguarding fund amongst member 
countries would be beneficial. 

•   Institutional linkage must be established by exchanging expertise and 
scholars from member countries from time to time and sharing each other’s 
knowledge and experiences. Periodic intercultural meetings should be 
convened to promote greater understanding and harmony among member 
nations. 

•   A networking and resource centre or a co-ordinating centre for ICH learning 
must be established for ICH safeguarding activities. This centre must be built 
with the objective to maintain a database of each other’s programmes, to 
create a computerised database for all ICH and provide accessory facilities, 
and to foster international study in ICH for a more profound and deeper 
understanding of ICH, and the centre must issue publications and journals, 
audio footage, and videos related to issues of interest of the communities of 
member countries to educate on ICH. 

Conclusion

ICH, whether spiritual or temporal, is in danger of dying out because of the rapid 
change in social situations, and it is an urgent and important problem worldwide 
to preserve this ICH. We are aware that compared with tangible culture, which is 
concrete and remains longer, intangible culture heritage is more prone to being 
lost completely. Bhutan’s ICH—the flow of experimental skills of our ancestors 
and orally transmitted information existing in the minds of rural folk—remains 
to be dug from the older rural folk who are scattered all over Bhutan. Whatever 
is accumulated from them should be documented, preserved, and promoted by 
means of all available equipment. 

The Bhutan Department of Culture and ICHCAP are working on proposal 
for a three-year project to establish and test the technical and conceptual basis 
of the first National Inventory System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Bhu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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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ing the State Party obligations laid out in the 2003 Convention. This is 
the noble step towards safeguarding ICH in Bhutan, and we look forward to 
successfully collabo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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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begins with illustrating the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of Pacific 
island countries (PICs) to pu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safeguarding in 
a broader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e Pacific region. The paper 
first presents a summarised history of the Pacific World Heritage Programme 
and the progress of its implementation since the adop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in 1972. It then outlines the development of the Pacific ICH 
Programme since the preparatory phase of the ICH Convention, adopted in 2003, 
to the organisation of multi-stakeholder consultations in seven PICs in 2010 
and 2011. The paper identifies two tasks: i) organisation of consultations on ICH 
safeguarding and ii) elaboration of a mid-term strategy for ICH safeguarding 
in the Pacific. As a conclusion, the paper presents a strategy to focus on the 
contribution of Pacific ICH to the achievements of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and other internationally agreed goals such as Education for All 
(EFA). The paper argues that this could be done by building upon on-going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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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s and by strategically highlighting the central role of ICH in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of communities.

 

Introduction 

It is a great pleasure for me to be here with you today. On behalf of Dr Pongi, 
Director of the UNESCO Office for the Pacific States,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ICHCAP for inviting our Office to this important gathering.

Historically, the Pacific region has a close tie with Asia, dating back to some 
6,000 years ago, when the Austronesian people sailed into the Pacific via Taiwan. 
They were masters of the sea and capable of navigating the Pacific by canoe by 
observing the stars, moon, winds, birds, and currents. Those who arrived in the 
Cook Islands and Tahiti moved to New Zealand in several waves—before 1300. 

European explorers (Magellan and others) arrived in the Pacific in the 1500s. 
The next waves of Europeans were whalers, traders, and missionaries. Christianity 
expanded gradually in the Pacific. The Pacific was colonised and went through 
two world wars.

In the Pacific, the process of decolonisation progressed more slowly than other 
regions of the world. Cultur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towards 
independence and nation building. In 1962, Samoa became the first country to 
become independent among PICs. This was followed by other PICs, and it was 
1994 when Palau became independent. As you see, most PICs are relatively young 
as countries and as a Member States of UNESCO.

UNESCO Office for the Pacific States is located in Apia, which is a capital of 
Samoa. Our Office is in charge of fourteen PICs, plus Australia and New Zealand 
as well as Tokelau as an associate member of UNESCO.

Socio-economic Background—Vulnerability and Resilience

The Pacific region spans a quarter of the globe and is extraordinarily diverse. The 
total population of PICs is around nine million, and out of this, PNG has seven 
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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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cific is linguistically diverse and a home to 1300 languages. Over 800 
languages are spoken by different communities in PNG, some 100 languages in 
Vanuatu and 80 languages in the Solomon Islands.

Besides the island countries, the Pacific region includes small islands territories 
of New Zealand, France, USA, and UK. Tokelau is a NZ territory with a resident 
population just under 1,500. For some territories, referenda are planned to decide 
on their future status.

Five small islands (Kiribati, Samoa, Solomon Islands, Tuvalu, and Vanuatu) 
are so-called Least Developing Countries (LDC). 

These island countries and territories all together constitute the Pacific 
Community.

The Pacific Islands Forum (PIF) is an intergovernmental organisation 
established in 1971 with the aims of enhancing economic and social well-being 
of the Pacific Community through regional cooperation. The Pacific Plan 2005 
adopted by the PIF states, “We treasure the diversity of the Pacific and seek a 
future in which its cultures, traditions, and religious beliefs are valued, honoured, 
and developed”.

Most of the PICs and territories are a cluster of low-laying coral atolls. For 
example, the highest point of Kiribati is only about three meters above sea level. 
This geographical character makes the Pacific Community extremely vulnerable 
to natural disasters such as cyclones, tsunamis, and climate change. Water is a 
common issue among the low-laying coral atolls. Recently, the Tuvalu government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because of severe draught and the shortage of safe 
drinking water. At the request of Tuvalu,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irlifted 
bottles of water and portable desalinisation units to the country.

The Pacific people used to live in affluence under a subsistence economy to 
sustain their livelihood. Agriculture (coconuts, bananas, breadfruits, taro, yam, 
etc.) and fisheries remain important especially in the informal sector of many 
Pacific islands. On the other hand, cultivating traditional foods has become 
progressively unattractive for the new generation of Pacific islanders. As the 
number of people engaging in these sectors is decreasing, the PICs (with the 
exception of Fiji) depend on imported food, making food security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for the small PICs.

On the other hand, the Pacific has a certain resilience to cope with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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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ulnerabilities. This resilience of the Pacific is derived from its culture. In contrast 
to individualistic identity in the western world, the identity of Pacific people tends 
to be collective and relational. They have a strong spiritual association with the 
land that has been traditionally owned by communities under a traditional chiefly 
system. This chiefly system has been the basis of local governance, providing a 
traditional safety net and mutual support for the community as an extended family.

Many of you must be familiar with the anthropological literature on the gift-
giving traditions in the Pacific. The Kula Ring of the Trobriand Islanders, Stone 
Disk Money in Yap, and Fine Mat Exchange in Samoa are some well-known 
examples. Under this system, valuable objects, such as shell ornaments, stone disks, 
and fine mats are given to others and associated stories are shared. The objective of 
this practice has been not to obtain immediate rewards but to establish long-term 
social relationships between a giver and a receiver. While circulating valuables, this 
gift-giving tradition has created a vast network among Pacific islanders.

This practice is still thriving today. For example, the Samoan tradition called 
fa’alavelaes, gift-giving for ceremonies, such as weddings, funerals, and title 
bestowments, has been practiced by resident Samoans with strong support of 
Samoans living in Australia, New Zealand, and other parts of the world. As you 
know, in some Pacific nations, remittance flow accounts for more than 20 percent 
of their GDP. Some scholars point to the gift-giving tradition as the background 
behind this contemporary phenomenon.

Overview on ICH Safeguarding

Having said this, I would now like to talk about the Pacific’s cultural heritage. The 
Pacific people often describe their environment under three pillars—namely, sky, 
ocean, and land. 

To give a few examples, for sky-related heritage, one can mention catching 
frigate birds, a unique tradition practiced in Nauru. 

As for the ocea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EEZ) of the Pacific islands is 
six times as large as their land area. So, naturally, the Pacific has extremely rich 
heritage associated with the ocean. Examples are traditional navigation systems 
and traditional fishing knowledge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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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dly, the legendary Micronesian master navigator, Mau Piailug, passed away 
on his home island of Satawal in Micronesia in July last year. He was seventy-eight 
years old. Pialug was known for his ancient navigational skills that were used by 
Pacific explorers long before western explorers arrived. Working with the Hawaii-
based Polynesian Voyaging Society, he navigated the traditional canoe, hokule’a, 
from Hawaii to Tahiti on its maiden voyage in the 1970s without GPS.

If you look at land-related heritage, the traditional meeting house is an 
important living heritage as a place for the community life of Pacific islanders. 
Although the architectural style of these traditional meeting houses a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Pacific island, they remain important places for local governance 
in the Pacific where bottom-up integration (through modernising the traditional 
chiefly system) and integration by the central government based on the western 
idea of the separation of the three powers has been gradually taking place.  

Since the adop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in 1972, the Pacific 
has been actively involved in heritage preservation. Being aware of the need for 
coordinated actions, the PICs have established a practice to formulate a mid-term 
action plan. The first action plan prepared with a 2009 target has been succeeded 
by the current action plan covering a period from 2010 to 2015. The Pacific 
region hosted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Meeting in Christchurch in NZ in 
2007 under the chairmanship of Mr Te Heuheu, Paramount Chief of the Ngati 
Tuwharetoa Maori people of New Zealand.

As of July 2011, five sites (East Rennell in the Solomon Islands, Bikini Atoll 
Nuclear Tests Site in the Marshall Islands, Kuk Early Agricultural Site in PNG, 
Chief Roi Mata’s Domain in Vanuatu) from the PICs and five sites in the Pacific 
territories (Lagoon of New Caledonia Reef Diversity and Associated Ecosystems 
in New Calesonia, Rapa Nui National Park in Chile, Henderson Islands in the 
Pitcairn Island, Volcanoes National Park and Papahanaumokuakea in Hawaii) are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However, the Pacific region is still under-
represent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There are several reasons for this persistent challenge for the PICs. One of them 
seems to be related to the character of the Pacific cultural heritage. The distinct 
character of the region’s heritage was described by the representatives of the PICs 
themselves at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Meeting held in Christchurch in 2007 
as “holistic, embracing all life, and… understood through our cultural tra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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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with the outside world, most notably by the introduction of 
Christianity, through colonisation and as a result of the progressive integration 
into a cash economy, have made a significant impact on Pacific ICH. Some 
Pacific culture disappeared, others have been revived. Overall, however, the 
Pacific culture has withstood such influences, creating a unique combination of 
traditional and modern systems.  

Since 2007, UNESCO has organised regional and national meetings to raise 
awareness of ICH safeguarding in the Pacific. Such meetings were held first in 
Fiji, Papua New Guinea, Tonga, and Vanuatu. Subsequently, these four countries 
ratified the ICH Convention. Two ICH elements, the Lakalaka, Dances and Sung 
Speeches of Tonga and the Vanuatu Sand Drawings, which were both former 
Masterpieces, are now integrated in the ICH Representative List. The Pacific States 
Parties are busy undertaking nationwide ICH inventory making and working on 
new nominations.

I took my new assignment at the UNESCO Office in Apia in 2010 and 
continued to assist Pacific countries in organising national consultations. The 
consultations brought together stakeholders, including custodians of ICH, 
traditional chiefs, NGOs, researchers, and academics as well as private sector and 
national authorities concerned. The consultation had a common structure: the 
first day for UNESCO presentations on its ICH programme and Convention, the 
second day for presentations, which was conducted entirely in local languages, on 
ICH elements by national experts, and the third day for discussions on strategies 
and action plans.

Thus far consultations have been held in seven PICs with well over two 
hundred participants in total. The consultations have been held in Palau (February 
2010), Samoa (May 2010), the Cook Islands (June 2010), the Solomon Islands 
(October 2010), Kiribati (February 2011), Nauru (May 2011), and the 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s (June 2011).

Besides national consultations, thanks to ICHCAP’s support, two networking 
meetings were held in Fiji and Tonga thus far, bringing together Pacific States 
Parties to the ICH Convention for sharing information and networking.

The latest good news is the Palau’s ratification of the ICH Convention 
announced in Paris at the UNESCO’s General Conference last month. This makes 
a total of five Pacific states signatories to the ICH Convention. More rat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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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in the pipeline.

Tasks on ICH Safeguarding in the Pacific

With regard to tasks to be carried out, UNESCO plans to continue to assist in 
organising national consultations in the remaining PICs—namely, the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FSM), Niue, and Tuvalu—in the coming years.  

At the same time, Pacific countries are planning to prepare a mid-term Pacific 
Strategy and Action Plan for ICH safeguarding. To have such a regional strategy 
and action plan is important for the Pacific to take a coordinated action and to 
foster regional identity. The Council of Pacific Arts, composed of cultural experts 
of the PICs, plans to take advantage of the eleventh Festival of Pacific Festival 
of Arts and Culture that will begin in July 2012 in the Solomon Islands to raise 
awareness of ICH safeguarding and the ICH Convention in the Pacific region.

Strategy for ICH Safeguarding in the Pacific

The Pacific region has been progressively integrated into the world economy, and 
its sky, ocean, and land have been rapidly industrialised. The Pacific has no time to 
waste to step up its efforts for ICH safegua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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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we talk about a strategy for ICH safeguarding in the Pacific, one must 
be reminded of the fact that the Pacific is a region where safe drinking water 
and food security are still the most pressing issues. Under this circumstance, the 
Pacific countries are putting strategic emphasis on ICH contributing to achieving 
the MDGs and other internationally agreed upon goals, such as the EFA goals.

In fact, the final document of the most recent MDG Summit held in September 
2010 acknowledges the cultural dimension to attaining the MDGs, which led 
to the adopt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5/166 on Culture and 
Development.  

Interestingly, one can find ample examples of demonstrable evidence in this 
regard. For example, safeguarding the local system of food production as ICH 
will contribute to enhanced food security, thus contributing to the achieve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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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G 1 on eradicating extreme poverty and MDG 7 on ensuring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Concerning MDG 2, education and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knowledge and skills at community and socio-cultural activities held at churches 
are playing important role in the Pacific as part of non-formal education. These 
practices have great potential in broadening the education service delivery to 
contribute to EFA.  

At the same time, demand for cultural content, including traditional 
knowledge, in educational materials is high in the Pacific. There is a big 
opportunity for Pacific ICH to contribute to attaining quality education.  

Another good practice, which is related to MDG 3 on empowering women, is 
the recognition and qualifica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Skills (TKS) by 
the Pacific Qualification Authorities. In the Pacific, there are a significant number 
of people, mostly women, who obtained their skills from their parents and at 
villages. They have developed strong skills in the areas of the fine mat weaving, 
tapa (bark cloth) making, and woodcarving, for example. Despite their knowledge 
and skills, they have had difficulty in getting employment in the formal sector due 
to the lack of certification and a diploma. The Pacific Qualification Authorities are 
working together to develop policies and guidelines to help these “skilful but not-
qualified” persons, establishing a committee at the national level, and developing a 
Pacific Register of TKS at the regional level.

Concerning the health-related MDGs, numbers 4 and 5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mothers, a government officer of the Ministry of Health of 
Samoa began to explain to me by saying, “The health services of Samoa have 
been delivered by three sectors: public sector, private sector, and traditional 
sector”. Samoa passed an act in 2007 that gives qualification to Traditional Birth 
Attendants (TBAs) who have successfully completed training to meet certain 
standards set by the health authority. The strength of TBAs comes from the fact 
that she is a member of the Women’s Committee of the community. TBAs have 
important role in the situation where women do not have access to health services 
provided by the public or private sector. Thanks to this recognition, Samoa is 
ranked high in the achievement of MDG 5 on maternal health.  

As for MDG 8 on partnership, in the Pacific, NGOs such as Voyaging Societies 
are actively engaged in the environmental and cultural fields. They are will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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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en partnership for ICH safeguarding in the Pacific.  
In addition, traditional leaders and village representatives are important 

partners in the Pacific. They are called matai in Samoa and iroij in the Marshall 
Islands, and they go by other names on different islands. As key actors, they help 
reinforce the synergy between community-based customary laws and practices 
and government-supported policies and measures. For example, a consultation 
held by the Ministry of Internal and Social Affairs (MISA) of Kiribati was attended 
by unimane or “elders” from seventeen outer islands of Kiribati. These elders are 
traditional leaders and responsible for overseeing matters relating to community 
life on each island. Their authority is still strong. The most concrete outcome of 
this consultation was a document signed by the elders that recommends Kiribati’s 
ratification of the ICH Convention.  

Lastly, ICH safeguarding will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strengthening 
intercultural competencies and skills through mutual learning and respect, which 
is a foundation for creating a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Conclusion

ICH safeguarding has a critical importance to the Pacific Community, which 
stands, at the moment, on a delicate balance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Although the challenges facing the small Pacific islands are indeed formidable, we 
are confident that the Pacific can achieve its sustainable development by building 
upon its strength or resilience rooted in its own culture. 

Given the number of Pacific islands and territories, sharing information and 
networking are keys to the success of future cooperation. UNESCO is looking 
forward to working together with ICHCAP in this reg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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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am Irina Bokova (Director-General of UNESCO), Representatives from 
UNESCO regional Offices and NATCOMs, Experts, Scholars, National and 
International Practitioners and Communit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Our 
Hosts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It gives me great pleasure to be able to present here today on this auspicious 
occasion. Distinguished participants and Ladies and Gentlemen, I would like 
to thank the organisers for supporting my attendance at this forum and to 
congratulate ICHCAP on its success in being established as a Category 2 Centre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for bringing us together at this forum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exchange information, communicate, and network.

My presentation will relate the need for the development in the area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ventories and seek the endorsement of Pacific 
regional collaboration and a regional strategy to strengthen ICH activities at the 
community level and at the policy-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levels in the 
Pacific. I will make reference to other regional capacity-building and institutional-
strengthening initiatives in the Pacific that could link to established best practices 

Discussion

Adi Meretui RATUNABUABUA
Principal Cultural Development Officer 

Ministry of Education National Heritage & Culture & Arts, Youth &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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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Asia-Pacific region.
My name is Adi Meretui Ratunabuabua, Adi means ‘of chiefly status’. I am here 

as a Pacific delegate representing one of the twenty-two Pacific island countries 
and states in the vast Pacific Ocean. The Pacific is a diverse region of many 
cultures and island states, and under the Secretariat of the Pacific community, the 
Pacific includes the following:

American Samoa, the Cook Islands, the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Fiji, 
French Polynesia, Futuna, Guam, Kiribati, the Marshall Islands, Nauru, 
New Caledonia, Niue, Northern Marianas, Palau, PNG, Pitcairn Island, 
Samoa, Solomon Islands, Tokelau, Tonga, Tuvalu, Vanuatu, and Wallis. 

In our cluster are also Australia and New Zealand, the two larger states of the 
sixteen UNESCO Member States in the Pacific, but neither is classed under the 
categories of small island states or least developed countries as are the many of the 
other island states I have mentioned.

Many of our indigenous cultures in the Pacific made sense of the world 
through our rich oral histories, songs, chants, and dances. However, many of our 
histories are recorded and taught through the languages of the colonisers who 
came from Britain, Germany, France, Spain, Indonesia, the Philippines, and more 
recently America to name but a few.

The Pacific region is still coming to terms in agreeing on definitions for the 
actual number of regional languages spoken, as opposed to dialects, which are 
dependent on anthropological arguments framed within French or English 
definitions.

The Pacific region faces challenges in the heritage sector, and these challenges 
have been highlighted in the UNESCO Pacific World Heritage Action Plan as 
having the attributes that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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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y Small Land Areas and Populations (Although Very Large Sea Areas)

Consider the following factors: 

•   Our heritage management agencies are small, and they are tasked to handle 
many functions while having very limited resources.

•   Distances between countries are enormous, and travel can be a significant 
cost for heritage activities.

•   Communication difficulties among isolated areas affect implementation 
timetables.

•   Decisions concerning cultural revival activities require extensive consultation 
because most land (and sea) is held under customary ownership.

These factors relate to implementing the ICH Convention. From my 
experience in joining the Fiji Department of National Heritage, Culture and 
Arts, I was tasked in 2003 to speak as the Pacific spokesperson at the UNESCO 
General Conference during the adoption of the ICH Convention in Paris. At that 
historic meeting, the Pacific announced that it welcomed and supported such an 
important Convention. However, since 2003 of the sixteen UNESCO Member 
States, only five have adopted the Convention. This highlights the capacity gaps in 
the Pacific to implement the processes required to ratify the Convention, which 
in turn, limits the ability to develop and apply strategies to implement the ICH 
Convention.

The UNESCO Pacific Office in Apia has been working hard to bring States 
Parties together to address capacity gaps for policymakers at national levels, 
and at a regional meeting in the Kingdom of Tonga in 2011, which was held in 
collaboration with ICHCAP,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were identified and 
endorsed by Pacific participants, stating that they should:

•   promote the 2003 Convention by encouraging ratification,
•   increase awareness and participation among the Pacific Member States 

of UNESCO in sharing information and networking through ICHCAP’s 
activities and by inviting Pacific Member States to become involved with the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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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engthen ICH safeguarding in the Pacific by sharing information and 
preparing nominations for the UNESCO ICH lists,

•   continue to discuss a strategy and action plan for ICH Safeguarding in the 
Pacific, and 

•   disseminate a report of the second network meeting in cooperation with 
participating Member States of UNESCO and interested parties.

The recommendations thus highlight the pressing need to strengthen the 
technical capacity of decision makers who set policy for implementing ICH 
strategies in the region. This would then create an enabling environment for 
communities, which through capacity-building and awareness programmes, 
would identify and revive the ICH that might particularly be in danger of 
disappearance due to modern demands on daily living and survival. 

One suggested way to raise the profile and awareness of ICH would be through 
sharing best practices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by working to establish 
national Living Human Treasures programmes.

This was highlighted at the UNESCO World Craft Council Meeting held 
in Fiji in 1999, where there was a call to establish a Living Human Treasures 
programmes in the region and to encourage youth ambassadors schemes. This 
saw Fiji commencing on a 2006 pilot programme to establish a LHT system and to 
raise the profile of LHTs in Fiji, and we are happy to share our experiences as well 
as the successes and challenges in the name of sharing information.

It is suggested that an Asia-Pacific programme could be developed to 
encourage and assist States Parties to establish a secretariat with a least one person 
as a focal point for LHT systems that could then act as a catalyst to establish 
national inventories and to establish biennial national and regional LHT awards to 
recognise excellence. 

Two Potential Land-Based Initiatives

The promo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in preparing for natural disasters for food 
security skills revival and awareness of disaster risk management and practices 
particularly for food preservation, planting and fishing, calendars and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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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ing to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ministries of education. 
It is recommended that this could be done within the community and through 
developing curricula in formal education systems.

Documenting and reviving traditional house-building skills and architecture 
and recognising ICH practitioners to link to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nd having a regional inventories that acknowledge and observe protocols for 
communities to access traditional knowledge would contribute to national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ctivities through formal education 
systems.

Maritime 

As a huge expanse of the Pacific is covered by ocean and many skills are fast 
disappearing, a maritime revival programme and activities linking the ICH 
convention,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nd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through collecting oral histories and mapping cultural sites related to 
reviving indigenous navigation skills and boat-building skills and linking both 
to multinational proposed world heritage sites, such as the Marae Taputapua 
Tea and the many newly established navigation societies in the Pacific working 
with Ministries of Education, Culture, and Environment, would go a long way in 
safeguarding these traditional skills.

Pacific Islands Museums Association

Assisting with regional coordination to implement these activities could be done 
in partnership with the Pacific Islands Museums Association, which is a regional, 
multilingual cultural organisation based in Vanuatu that has a strong network 
of cultural centres and museums in the Pacific region that collaborate to build 
capacity that focus on developing the culture sector in each respective member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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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Regional Culture and Education Strategy

These activities also link to other regional initiatives and plans, including 
those through the Secretariat of the Pacific Community (SPC), which is an 
intergovernmental agency, and the Council of Pacific Arts and Culture, which was 
developed and endorsed by the Ministers of Education a Regional Culture and 
Education Strategy in 2010 in Papua New Guinea during the Pacific Island Forum 
Ministers meeting.

Educat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dentifying LHT, and reviving skills 
may act as catalysts for making inventories and recognising ICH at the local and 
national levels and could further enhance regional collaboration in the Asia-
Pacific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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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e been asked to speak about regional collaboration for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South-East Asia, but I will be focusing more on safeguarding 
as it relates to the 2003 Convention, particularly on processes for ratification, 
inventory making, and legislative measures that have or have not been taken. 
It is important to know that there is a broader sense in which safeguarding 
happens at its best when UNESCO is not needed by which I mean it is happening 
in the communities, and there is no need for international conventions, laws, 
and national measures. That is the ideal situation. Unfortunately, that is not the 
situation of the world today. That is why we have the 2003 Convention, and that is 
why these measures are being put into place. I am going to try to focus on that.

1     This article is a transcript of the presentation given by Tim Curtis at the conference.

Regional Collaboration 
for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South-East Asia:
Overview, Tasks and Strategies1 

Tim Curtis
Head of Culture Unit

UNESCO Bangkok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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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Overview

In talking about South-East Asia, I am particularly referring to ASEA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We have six countries that have ratified 
the Convention—Brunei Darussalam, Cambodia, Indonesia,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the Philippines, and Viet Nam. Then, we have some 
countries that are well on their way towards ratifying, and some that we are 
unclear of what their intention is. What we will see through this presentation is 
that some countries, although they have not ratified, are already implementing the 
principles of the Convention.

Here are some of elements on some of the UNESCO lists.
   

창립기념 자료집.indb   88 2013-03-28   오후 1:51:53



088 • 089

You may ask why an element from a specific country is listed even though 
the country hasn’t ratified the Convention; it is because there was, as many of 
you know, the proclamation of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in the beginning. And those elements that were proclaimed as 
Masterpieces were automatically included on the Representative List.. Also 
interesting to note is that Indonesia has one element on the Best Practices Register; 
something we are actively trying to encourage. Viet Nam also has one—and 
one other as of a day or two ago, I believe—put on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So these are some of the positive developments. Some of these elements on the 
Representative List are recent nominations and some are carryovers from the 
Masterpieces programme. So this gives is a little bit of an idea listing in the context 
of the Convention. 

II. Laws Related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ve also put together some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aws that are in place 
in the sub-region. This is just a flash look across the sub-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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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bodia has its Law on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dating to 
1996, which makes some reference to living traditions, but it is not quite as 
comprehensive a legal framework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would be 
ideal under the Convention. However, I believe that they are in the process of 
reviewing and refining new laws related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ao PDR is 
the same. They put in the Law on National Heritage in 2005, which has a specific 
article called Protection and Conservation of National Heritage in the Form of 
intangible Items. This does go a little bit more towards elaborating things such 
as protection as well as promotion and the need to enhance research standards. 
There is also some concern about copyrights of material within that law. So, the 
law is somewhat close to the kind of legislative measures that the Convention is 
advocating, although it is still intermingled with national cultural heritage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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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alaysia, the Conserv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ticle is 
included in the National Heritage Act of 2005 is interesting itself. The same can be 
said of the Philippines; we will hear much more about the Philippines, so I won’t 
talk much about that now, but the Philippines has been quite active in the region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cluding setting up a Living Human Treasures 
system, which we heard about earlier, and establishing the Philippine Registry of 
Cultural Properties. In Thailand, there aren’t many legal provisions as of yet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owever, in 2007, a new constitution was adopted 
in Thailand, and it called for community participation in protecting cultural 
properties, and without defining exactly what is included as cultural properties, it 
could be understood also to includ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far as Viet Nam is concerned, and since we are going to hear from Viet 
Nam soon, I don’t really want to go into the details of the exhaustive and extensive 
efforts Viet Nam has been doing i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You can just see 
from this list that there are a number of policies and procedures that have been put 
in place in Viet Nam.

 

III. Inventory Making

Another thing that we have tried to get an idea of is where States Parties or non-
States Parties are in terms of inventories. Again, as we will see there are some 
interesting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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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bodia has published some inventory work in 2004 with the UNESCO 
Office in Phnom Penh. The work included categories on minority languages, 
folklore, literature, and poetry. , It also focused on the cultural elements 
surrounding the Royal Ballet of Cambodia, which was listed as a Masterpiece and 
is therefore on the Representative List. The country doesn’t have as of yet a national 
inventory, but it has the beginnings of it. 

Indonesia has been doing a lot.. Indonesia has set up a rather interesting model 
of online inventorying whereby communities can access, through the Ministry of 
Culture, a database to inventory their own heritage. There are some mechanisms 
in choosing how they have done it. It is not completely free of access because one 
needs to be sure that it is the right community people inventorying. This seems 
to be a very interesting process going on in Indonesia, given that the country also 
has six hundred languages and a vast range of communities to deal with. How that 
online process happens will be interesting to track.

Malaysia has also launched, as we will see later under Safeguarding Actions, 
an inventory process. Again, even though the country has not ratified the 
Convention, they are launching the principles of the Convention and taking up 
national projects to do that. 

Myanmar has also just started work with identifying its own categories. As you 
know, UNESCO has deliberately not provided a standard, framework, or model 
for inventories because of the diversity among countries. We have had a lot of 
requests for model inventories, but during the elaboration of the Convention and 
the Operational Directives and expert meetings, it was deliberately decided no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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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 a one-standard model. So obviously, it takes longer for countries to do this; 
countries not only have to do the inventories, they have to devise and conceive 
of them and figure out what system would best work for their country. Next, we 
have the Philippines, but again we will hear a lot more about the Philippines. 
The National Commission for Culture and the Arts has been preparing a draft 
inventory. There has been quite a bit of work done on that, and we will hear later 
about that. 

Thailand has over the past couple years been working quite seriously on 
this through the Department of Cultural Promotion. At the moment, they have 
inventoried about eighty elements. They have more or less followed the categories 
listed in the Convention except that they have a category on traditional sports. 

In Viet Nam, as we know, there is a list of Living Human Treasures as well as 
other inventory processes. Again, I won’t speak much on Viet Nam because we 
have the benefit of having someone who knows a lot more than I do.

IV. Safeguarding Initiatives

Now, I’d like to talk about some of the safeguarding initiatives that have been 
happening in the sub-region by looking some of the projects over the past couple 
years.

   

창립기념 자료집.indb   93 2013-03-28   오후 1:51:54



Regional Collaboration for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South-East Asia

Brunei Darussalam, which has only just recently ratified the convention has 
come along and is starting to become active and started an international training 
course that mixes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Malaysia held a seminar 
on documenting and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March this 
year. Timor-Leste has just had a capacity-building workshop on ratifying the 
Convention. In Thailand last year, we organised a meeting discussing trans-borde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safeguarding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We also had a stakeholder workshop earlier this year on the 2003 Convention for 
various ministry and government officials in Lao PDR.

And then on the national level, there are some action plans. Again, two I can 
just quickly refer to where there is deliberate strategic policy or strategic policy 
for ICH, including Malaysia, which has developed a five-year action plan,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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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pines, which has an older three-year action plan. So these are just some of 
the examples. Again, we will hear more about the Philippines. It is interesting to 
see how Malaysia is engaging quite actively wit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e heard earlier about Living Human Treasure systems, and in the region 
there are three countries that have established these systems—Cambodia, the 
Philippines, and Viet Nam. And those systems are still going. 

V. Other Safeguarding Initiatives

There are other kinds of legal mechanisms and programmes that countries have 
been d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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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Indonesia, after ratification, they have established a Draft Joint Ministerial 
Regulation for Executiv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Local Government in 
Preservation of Culture. That is a long title. My understanding is that because 
Indonesia has such a decentralised system with so many provinces, what they 
have done is put in a law that asks for local provincial authorities to incorporat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to their provincial budgets and programmes. They 
have also a draft law on using and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in relation to 
traditional culture as well as a draft for the management of traditional knowledge.

Again, there are more examples from Malaysia, which has been awarding 
funding to a number of local NGOs,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performing arts 
companies. It has also set up a registry for traditional medicine practitioners and 
established an arts programme as well as one for documenting traditional songs. 
These are all the sort of safeguarding frameworks that governments are putting in 
place within or on the side of the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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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important to know that even if the countries have not signed onto the 
Convention, they have been clearly influenced by the international movement 
around the Convention, including Myanmar, which has set up state schools of 
music, drama, and fine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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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on’t speak much about the Philippines here as there will be a presentation 
on it shortly. So, I’ll move onto Thailand, where the Princess Maha Chakri 
Sirindhorn Anthropology Centre has been active in developing ICH e-learning 
resources and running field schools for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including 
Yunnan province in China, on documentation and looking at the role of local 
museums and how community museums can be involved wit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mentioned earlier, Thailand has established the National Heritage 
List, which as a number of elements inscribed on it. And I will skip over Viet Nam, 
as we will hear more about that country later.  

VI. Challenges and Issues

So that has been a quick overview of some of the initiatives, so what are the some 
of the challenges we see in the region? 

Well, some of the challenges in relation to the Convention are related to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diversity within countries, and some countries 
are still hesitant to realise the full ethnic diversity within their territories. In 
some cases, the national education systems are pushing ou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raditional knowledge in favour of a modernised, Western education 
system, and that is clearly an issue that needs to be addressed. The Philippines 
has a very good example of trying to counter that with schools of living 
traditions. And, as we know, economic growth, modern medicin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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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ommunications affect people’s lifestyle, and in South-East Asia, because 
economic growth is happening at such a rapid pace, these things are being affected 
quickly, and intangible heritage is being caught out in all of that. Contemporary 
forms of entertainment sometimes replace traditional forms, and so some 
intangible heritage is lost. Also at the government level, there is not always a clear 
collaboration between government sectors. So whilst one part of the government 
may be promo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other part might be promoting 
aspects that are undermin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fact, there is not 
always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definition and key concep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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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international level, we have had some issues concerning trans-
boundary ICH elements. It is clear that there are ICH elements that exist in 
very similar forms across national boundaries, and unfortunately, it is clear that 
sometimes countries are not so willing to accept that these forms exist in other 
countries. This is an issue in South-East Asia—we have had clear experiences with 
this. 

We do have a very good element in the lists that show strong collaboration, 
and that is falconry, a listing that spans from Europe to Arab states and all the way 
to here in Korea—a broa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on a shared 
heritage—which is a very good example of how things may move forward.

VII. Assistance from UNESCO through Field Offices

Finally, I will go into some of what we are doing in UNESCO to address some of 
these challenges. 

There have been some national capacity-building workshops happening 
in different countries, such as Cambodia, where an inventory was done. In 
addition, there have been guidelines published to help States Parties achieve their 
obl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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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Bangkok Office, we have just been finishing up a project, funded by the 
city of Gangneung here in Korea, on documenting traditional children’s games. We 
worked among various ethnic minorities in rural and urban situations in Malaysia, 
Lao PDR, Thailand, and Cambodia, documenting children’s games that we have 
now put on a DVD. We have over a hundred games documented. And this DVD 
will be used as a resource for teachers. One of the interesting things that came out 
of the project is that a lot of people thought children in urban environments, such 
as Bangkok, would not be interested, but this is not true. Given the opportunity, the 
kids love going out and play with sticks and throw stones and to do these traditional 
games as much as they enjoy sitting in front of computer screens. So I think, the fact 
is often the children are not given the opportunity to learn the traditional games, 
and that is part of why interest in them may be decl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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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s to the generous funding by the governments of Japan and Korea, we 
are working on an Asia-Pacific wide programme for national capacity building 
in nine beneficiary countries. Some of you may have heard that UNESCO has 
been doing this on a global level, feeling that, rather than UNESCO trying to do 
individual safeguarding initiatives, the focus has to be on building the capacities 
of governments to implement and understand the principles of the Convention 
and undertake their own initiatives, including through accessing the ICH fund 
that has been established by the Convention, but which has not been used to its 
full amount up to now. So listed above are the countries we will be working with—
there are various offices involved with implementing the Convention. 

There has been a whole team of trainers of trainers established, which many 
of you know about, and we will be working with them. And these include a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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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workshops that include ratification, general implementation, and community-
based inventories as well as workshops on raising awareness on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Of course, these go beyond South-East Asia and are for Asia-
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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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Timothy Curtis’s presentation provided us with a rich and valuable 
overview of the strategies and goals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with regard 
to implementing the 2003 Conven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in general and 
South-East Asia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provide some updated information, 
comments, and concrete ideas with regard to our cooperative networking in ICH 
safeguarding.

In our thinking and our actions, cooperation among South-East Asian 
countries has been formulated and has been constantly developing. We have 
witnessed great changes over the past twenty years of ASEAN development, 
and we have faced many challenges affecting our communities in the ICH 
safeguarding field. We fully appreciated the great significance of the Convention, 
and we ratified it promptly. We became members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Viet Nam’s term: 2006 to 2010 and Indonesia’s term: 2010 to 2014) to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Convention.

ICH vitally embodies today’s spiritual and cultural values throughout region. 
It represents ideas and visions created and transmitted to us by our ancestors, 

Discussion

Thi Minh Ly LE
Director

The Center for Research and Promo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Vietnam Association for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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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anks to the care taken to preserve and protect ICH in its many forms and 
expressions, we now have a diverse picture of ASEAN cultures of the past and 
present. There have been hundreds of valuable ASEAN projects over the past 
twenty years dealing with ICH and the spirit of the Convention. When we reflect 
on these achievements, we can see individual communities and countries united 
while sharing a single purpose and commitment. Looking into it, we can see 
various communities in one big community. We can be proud of our heritage 
and can be deeply aware of our responsibility to carry on this vital work into the 
future.

We are all now facing many challenges relating to issues of development, 
modernisation, and globalisation, especially with the rapid growth of tourism. 
The changing environment and living conditions and the concerns of community 
development make ICH safeguarding more difficult, as safeguarding occurs in 
light of our constant struggle to combine and balance the need of preservation 
with those of development. 

We are most appreciative of Mr Curtis’s remarks about Viet Nam in his 
presentation, so we are pleased to share with you some updated information First, 
our statute on cultural heritage, which was announced in 2001 and went into effect 
in 2002, was revised and amended in 2009 to be in line with the circumstances 
of present-day life as well as the 2003 Convention. UNESCO has determined 
that the articles of this legislative provision are basically in conformity with the 
Convention. We have incorporated new concepts in this major legal enactment, 
mostly in the area of ICH, including structures and measures to safeguard and 
protect ICH and the appropriate identification of the responsibilities vested in 
each sector in implementing cultural heritage safeguarding. It is also important 
to recognise that ICH includes living heritage, which exists in a dynamic and 
unceasing framework of developing social relations. ICH, which is seen as living, 
contemporary, and traditional, is crucial not only because it is an essential element 
of community heritage but also because of its importance to contemporary 
and future identity. Therefore, ICH safeguarding must entail measures aimed 
at ensuring and protecting knowledge of that heritage, including identifying, 
documenting, and researching various aspects of the heritage as well as 
preserving, promoting, enhancing and disseminating this heritage through formal 
and inform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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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ring in mind that most countries involved in these important efforts are 
developing nations, and the key challenges for ICH safeguarding are the lack 
of professional measures, the lack of information, and limitations of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To strengthen the cooperation among South-East Asian 
countries in the region, we recommend the following measures: 

We should identify the ICH safeguarding capacity of institutions and bodies 
in the region to establish cooperation and share experiences to assist one another 
in implementing the Convention. To avoid decentralisation, we must ensure that 
there are specific bodies capable of effectively working to play the key roles. To 
target urgent activities, there needs to be priority cooperation initiatives.

Sharing information and establishing networks among Asia-Pacific countries 
is very important in our current situation. We recommend establishing a 
strong ICH database centre at ICHCAP and databases in every country, and we 
encourage networking in the future for safeguarding ICH in the region.

We hope that ICHCAP can develop such an action plan speedily, and we 
wish to share the tasks of each Member State carrying out this programme of 
cooperativ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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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ing inventories of ICH elements that are evolving but are in danger of 
disappearing may be tedious, but safeguarding this is even more daunting. How 
does one safeguard something that is constantly changing? Determining the point 
of entries in their histories in this endeavour involves a great deal of thought, and 
does one even attempt to channel the direction and manner by which the changes 
will take?  

At least two things operate there: an agent of change and the practicing 
society itself. An agent of change, such as a government, may act, but unless the 
actions are compatible with how the society operates, no amount of success can 
be expected. More often than not, it is the practicing society itself that determines 
what changes take place, and the magnitude and direction of those changes and 
the degree of societal involvement. Social compatibility is the key to viability; 
otherwise the alternative will be rejection.

The imperatives are that a detailed knowledge of the organisational structure 
and operations of a society is comprehended and familiarity with the relevant 
individuals in the practicing unit. However, since cultural diversity makes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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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ies distinc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 approaches to safeguarding must 
vary in accordance with the cultural distinctness of different societies. There can 
be no generic action plan but only specifically designed strategies. However, there 
can be generic guidelines developed, among which are, for instance:

•   developing pride in the social practice through an intensified publicity 
campaign through multiple media; 

•   developing new generations who are able to practice by setting up Schools for 
Living Tradition (HSLT) in key areas; 

•   creating opportunities and occasions for the practice;
•   arousing interest and participation by setting up competitions in both the 

adult and youth levels (even if these are performances rather than social 
practice);

•   recognising and honouring practitioners, agents of change, resource persons, 
and others; 

•   engaging the private sector and provincial and other local government offices 
into the programmes;

•   engaging the Department of Education in making the teaching of the ICH a 
permanent feature of the school’s curriculum;

•   involving prestigious and dedicated individuals in the community in the 
pursuance of the programmes;

•   continuing research into the culture and engaging the services of local 
experts and researchers; and

•   developing as much as possible and continuing the actual social practice of 
the ICH.

The aim is to encourage governments, NGOs, and local communities to 
identify, preserve, and promote their intangible heritage. It is also intended 
to encourage individuals, groups, institutions, and organisations to make 
outstanding contributions to managing, preserving,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intangible heritage.

Our experience in the northern Philippines in safeguarding the Ifugao 
hudhud was a mind-opening one in that introducing effective measures of 
safeguarding required continuous adjustments not only in methodology, bu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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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e of the expertise of individuals, much of which was done by trial and error 
and continuous adaptation and by making use of incidental nodes of approach—
improvisations so to speak—along the way. After eight years, in the end, the 
safeguarding was institutionalised by the Ifugao themselves.

When we started to safeguard the Darangen chant of the Maranao of the 
southern Philippines, it was found that the techniques used in the northern 
Philippines could not be used among the Maranao for the simple reason these 
people are completely different culturally from the Ifugao. One of the constraints, 
for instance, was dictated by the ICH item itself. The mode of transmission of the 
Ifugao hudhud had always been by group participation learned by rote through 
time and through life, during the four occasions of social practice. The Maranao 
Darangen transmission, however, had always been performed through a guild 
method, with a master and any number of apprentices, and the performance is 
always done solely by one chanter supported by a retinue that does not chant. It 
became evident that a new strategy must be used in this instance. The reason for 
this was the fact that while the chanting of the epic is done by one person, the 
chanting is done within the context of a social activity that involves a retinue—it is 
a process within another social process so to speak, where one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other.

In the Philippines alone, there are at least eighty major ethno-linguistic 
groups, with any number of sub-groupings, so considering the number of South-
East Asia’s societal groupings would be mind-boggling. Successful safeguarding 
measures cannot be applied in a general way as models. Planning safeguarding 
strategies adapted to specific groups should be characterised by specially designed 
measures. 

However, it is expected that, in broad areas of South-East Asia, generalised 
lines of safeguarding may be drawn, in which core culture areas may be identified. 
Exchanging safeguarding strategies in similar core culture areas may be beneficial 
to Member States, for experiences in these similar and often contiguous areas will 
certainly facilitate safeguarding measures especially in similarly structured and 
organised core culture areas. From these generalised strategies, specific actions 
plans may then be generated. 

With this in view, exchanging information in the broad areas of South-East 
Asia is recommendable where there are success and failure stories. The kin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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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useful for this type of strategy would include, for instance, areas 
with similar prevailing kinship systems, population size, nature of the private 
sector, presence of resource personnel, kinds and number of relevant institutions 
operating in the area, political and leadership systems, and religious structure. 

With these information exchanges among similarly structured core areas, 
strategies recommendable for specific types of social conditions may be formulated 
to facilitate safeguarding efforts. This area of information dissemination may be 
taken up by ICHCAP to map out similar core cultural areas in the Asia-Pacific 
region, where Member States may be able to benefit from successes and failures. 
To augment the effort, it may well be that exchange of expertise of similarly 
experienced personnel may also be undert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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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Overview of the Statu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orth-
East Asia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esents an important form of living cultural heritage. 
It covers fundamental, yet extremely vulnerable aspects of living culture and 
tradition embodied in the spiritual life, traditional knowledge, skills, and practices 
of communities. It presents one of the most vivid and colourful forms in which the 
world’s cultural diversity is expressed and preserved. 

North-East Asia, which includes for UNESCO the five countries under the 
responsibility of the UNESCO Beijing Office, is afforded a wealth of variety in 
the way intangible heritage manifests itself, from oral traditions, performing 
arts, customs, and rituals to festivals, clothing, crafts, and food. This sub-region 
is a land of great beauty and striking contrasts, and it has a particularly rich and 
diverse cultural landscape with more than 70 different ethnic groups and 250 
spoken languages. As the cradle of some of the most ancient civilisations, North-
East Asia has developed its own diverse culture and traditions for preserving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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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guarding ICH in the Asia-Pacific 
Context: 
Overview, Tasks, and Strategies in North-East Asia

Abhimanyu SINGH
Director

UNESCO Office in Bei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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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heritage throughout the centuries. 
North-East Asia has a long tradition of cooperation and engagement with 

UNESCO through various means for preserving, safeguarding, and promo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a mainspring of cultural diversity and a guarantee 
for continuing creativity. To name a few examples:

•   The Asia-Pacific Cultural Centre for UNESCO (ACCU), based in Tokyo, 
Japan, has, since its inception in 1971, implemented manifold regional 
cooperative programmes in the field of capacity building and inventorying of 
intangible heritage. 

•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instrumental for many years in strengthening 
and promoting the UNESCO Living Human Treasures system to ensure that 
the bearers of intangible heritage continue to transmit their knowledge and 
skills to younger generations. 

•   China has, for several decades, devoted its efforts in identifying and 
inventorying elemen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hina has also 
organised the annual Inter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estival in 
Chengdu, Sichuan Province, since 2007 to further raise awareness about the 
importance of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Mongolia established a dedicated national ICH centre several years ago to 
be responsible for safeguarding living heritage at the national level and for 
raising awareness. 

Today is an opportune occasion to congratulate the five countries from North-
East Asia, four of which were among the first twenty States Parties to ratify the 
ICH Convention in 2004 and 2005. This demonstrates the high-level interest of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to safeguard and promote expression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rth-East Asia has been instrumental in the elaboration of the 
2003 Convention and in the early stages of implementing it. Between 2001 and 
2005, North-East Asia submitted eleven elements to the UNESCO Masterpieces 
flagship programme, and these elements were proclaimed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Since the ICH Convention entered into force in 2006, North-East Asia has 
emerged at the forefront of international efforts to protect and promote intang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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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tage. As of 2011, Japan, China, and the Republic of Korea are all members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urthermore, seventy-one elements from the sub-region have 
been inscribed on the two ICH lists, including sixty-three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nd eight on th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As we speak, new 
elements have just been inscribed at the Sixth Session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urrently 
being held in Bali, Indonesia. This represents almost one-third of the total number 
of inscriptions and hence demonstrates the active commitment of North-East Asia 
for safeguarding living heritage by implementing the Convention. 

II.   Strategic Action for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orth-East Asia

Intense social changes, globalisation, and rapid urbanisation are increasingly 
affecting the traditions on which North-East Asian societies are based. 
The survival of their living heritage is increasingly threatened. In an era of 
globalisation, urbanisation, and migration, efforts to safeguard ICH face many 
challenges arising from the need not only to collect, document, and archive 
cultural information but also to protect and support the individuals, groups, and 
communities who use, re-shape, and transmit such information. 

The ICH Convention provides a common platform for safeguarding intangible 
heritage in North-East Asia. And the Convention is supported by a wide range of 
national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at have been developed over 
the past forty years in all five countries.

•   In 1962 a system of safeguarding ICH was introduced into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providing the legal and 
administrative basis for safeguarding ICH. 

•   To safeguard Mongolian intangible heritage despite the rapidly changing 
societal organisation from which many traditions originate, the Mongolian 
government enacted the Law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i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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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which the “Rule for Identifying and Registering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Designating its Bearers” was adopted. 

•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as established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2010 with 
the primary responsibility to initiate and coordinate the inventorying and 
transmission of Korean living heritage.

•   Earlier this year, 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as promulgated. This law set a comprehensive 
normative framework for identification, inventorying, and safeguarding 
measures in China.

Based on its longstanding traditions of recognition and legal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n researching heritage and its transmission as 
well as networking activities of various institutions and organisations, North-East 
Asia has great potential to showcase good practices in safeguarding as well as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This has prompted the Republic of Korea, China, and Japan to jointly agree 
in 2008 to establish in each country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re for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to promote ICH safeguarding 
in the region.

•   The Centre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based in Beijing and focuses 
on capacity building. It is foreseen to be launched in early 2012.

•   The Centre in Japan was established in October 2011 in Osaka with the 
mandate of fostering, coordinating, and developing scientific, technical, and 
artistic studies as well as research methodologies. 

•   The Centre in the Republic of Korea, currently based in Daejeon, is 
specialised in information and networking. ICHCAP will be officially 
inaugurated later this afternoon in the presence of the UNESCO Director-
General.

With the knowledge accumulated on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past decades by North-East Asian governments, the role of the three 
Category 2 Centres will be instrumental in enhancing the regional capacitie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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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 and implement a comprehensive and coordinated strategy to safeguard 
intangible heritage against disappearance, discontinuation, fragmentation, and 
standardisation. 

The strategy in North-East Asia recognises as guiding principles that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crucial to recognising and enhancing 
our rich cultural diversity. Safeguarding fosters local development because of 
its unifying capacity, and it continues transmission and re-creates knowledge 
within these societies. This knowledge is the core around which social cohesion is 
maintained and which makes locally driven development possible. 

Such a strategy of safeguarding living heritage shall aim to promote 
the implementation of the 2003 Convention;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and enhance the capacity of the States 
Parties at all levels in safeguarding ICH through training, exchanges, and 
research. 

Furthermore, as you are aware, the 2003 Convention attaches great importance 
to cooperation among its States Parties. The five North-East Asian countries are 
inextricably linked historically and culturally. With this in mind, a concerted 
strategy in North-East Asia should therefore take into consideration the concept 
of shared heritage. The 2003 Convention “acknowledges the equal respect due 
to all forms of living heritage”, and therefore all living heritage is deemed to be 
worthy of being preserved according to the wishes of the communities. The 2003 
Convention explicitly encourages multinational nominations. North-East Asia 
shall a play a leading role to demonstrate that cultural cooperation transcends 
geographical boundaries and political barriers. Stemming from this realisation, in 
2011, the governments of Mongolia and China established a joint ICH committee 
that is responsible to periodically examine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jointly submitting nominations to 
the UNESCO ICH Committee. 

In this context, the paramount role of the three Category 2 Centres deserves to 
be highlighted to facilitate the complex task of coordination and consultation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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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asks for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orth-East 
Asia

An effective heritage strategy requires a shared understanding of both heritage 
and strategy. It needs to be guided by a mission, a vision, and a clear definition of 
tasks to be carried out. 

With this in mind, identifying, inventorying, and documenting ICH 
information and traditions, including th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best practices, shall be set as one of the key priorities. Furthermore, given the 
experience of countries such as the Republic of Korea, China, or Japan in this field, 
I believe that such an endeavour would benefit greatly from collaboration at the 
sub-regional and regional levels. To this end, it would be desirable to establish a 
standard information system to support the identification and documentation 
of intangible heritage elements and tradition bearers as well as institutions and 
individuals actively involved in the preservation of traditions. In this context, 
the use of new technologies for the digitisation of archival documents and living 
heritage offer immense possibilities in the future. 

To compensate for the lack of human resources or technical know-how 
necessary to efficiently safeguard living heritage, strong emphasis shall be 
put on building capacity with the Category 2 Centre in China as the leading 
institution with the organisation of a wide range of accessible training courses 
addressed to various groups of stakeholders and related to different aspects of 
heritage safeguarding. As often as possible, training activities shall draw upon 
regional and local expertise in the spirit of encouraging sub-regional and regional 
exchanges. Instigating distance-learning opportunities would also encourage the 
dissemination of appropriate methodologies to a wider number of professionals. 

Beyond the initial identification and inventorying stage,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to achieve sustainable ICH safeguarding would be to guarantee that 
the bearers of that heritage continue to develop their knowledge and skills and 
transmit them to younger generations. The bearers of the ICH must be identified, 
among whom some will be given official recognition and encouraged to continue 
to develop and transmit their knowledge and skills. As previously mentioned, the 
Republic of Korea has already devoted much effort in this area and, for instance, 
assisted Mongolia in establishing a national Living Human Treasure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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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field of research on practices and methodologies of ICH safeguarding 
North-East Asia, collaboration at the sub-regional level could be strengthened 
under the impetus of the Category 2 Centre based in Japan. Focus shall be put on 
endangered living heritage. Also, linkages shall be established among research 
institutions within the sub-region and with other regions. Investment in research 
will revitalise interest in the appreciation of cultural heritage and ultimately 
benefit its safeguarding. 

ICH safeguarding can only be achieved with the commitment and 
active participation of all stakeholders, in particular governments and local 
communities. Therefore, celebrating ICH at local, provinci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and recognising individuals, groups, and communities who 
carry on intangible heritage traditions shall be further encouraged to sensitise all 
stakeholders, especially local communities. Sub-regional initiatives would further 
contribute to mutual understanding and the development of a culture of peace in 
North-East Asia. The Category 2 Centre in the Republic of Korea shall continue to 
play a leading role in this area.

The 2003 Convention has established two mechanisms to ensure greater 
visibility of intangible heritage and to encourage adequate safeguarding measures 
for endangered elements: the nominations of the elements to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nd th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In the wider context of shared 
heritage, multinational nominations shall be continuously encouraged and 
supported. To fulfil this objective, regular consultation shall be organised among 
relevant institutions in North-East Asia to identify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ensure synergies, and avoid misunderstandings.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commend the sustained attention of all five 
governments in North-East Asia in safeguarding their ICH and suppor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implementing the 2003 Convention. In this regard, 
the tenth anniversary of the UNESCO Convention in 2013 will represent a 
platform to celebrate these achievements and to reflect on a way forward to foster 
international collaboration for the concerted ICH safeguarding. Both China and 
Mongolia have proposed several events for 2013 that will be examined tomorrow 
by the ICH Committee in Bali. I take this opportunity to appeal to other countries 
in the North-East Asian cluster to actively join them in this cele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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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cent establishment of three Category 2 Centres in North-East Asia 
responsible for the entire Asia-Pacific region constitutes a unique opportunity 
for the sub-region to play a leading role in safeguarding living heritage and to 
constitute a reservoir of good practices in the field. However, this also means that 
North-East Asia has the responsibility to be a catalyst for cooperation in the Asia-
Pacific region and beyond.  

Let me conclude with the wise words of Mahatma Gandhi on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and exchange for the benefit of culture:

“No culture can live if it attempts to be exclusive.” – Mahatma Gand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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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the five countries making up the North-East Asian region, four of them—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China, Japan, and the Democratic People’s 
of Korea (North Korea)—have a lot of common cultural characteristics based 
on their historically agrarian lifestyles and the influence of Confucianism and 
Buddhism. Mongolia, as nomadic society, crisscrossing the vast grasslands with 
livestock, displays different cultural characteristics. In addition, even within the 
four nations that share common elements, each country’s natural environment 
facilitates cultural differences among them. This essentially means that the North-
East Asian region is home to the simultaneous convergence and divergence of 
culture. So, in the process of cultural development in the region, the interaction 
between homogeneous and heterogeneous elements materialised into various 
form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and cultural expressions with unique 
features but similar origins.

However, as with other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which is a treasure 
house of ICH,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of North-East Asians was in a crisis 
of extinction due to invasions by Western powers. In response, South Korea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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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introduced the concep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policies related to 
safeguarding cultural heritage more than fifty years ago. China and Mongolia, 
with the support of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followed suit by establishing an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national ICH inventory making and ICH safeguarding 
after ratifying the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03). Frankly speaking, it is quite difficult to get news from 
North Korea because of the present domestic affairs, so it was very useful to hear 
Mr Abhimanyu Singh, Director of the UNESCO Office in Beijing, offering news 
that an association for safeguarding ICH has been established and that it is actively 
taking on activities for safeguarding ICH in North Korea.

In this way, the five countries of North-East Asia recognised the importance of 
ICH safeguarding early on and endeavoured to undertake safeguarding measures. 
They also became States Parties to the 2003 Convention much more quickly than 
other countries. Korea, China, Japan, and Mongolia ratified the Convention before 
its effectuation, and North Korea ratified in 2008. Now, Korea, China, and Japan 
are members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f the Convention and take 
an important role in structuring the Operational Directives for implementing 
the Convention and supporting inscriptions to the UNESCO ICH Lists. As of 
November 2011, committee members in the Asia-Pacific region consist of Korea, 
China, Japan, Indonesia, and Iran. Korea also works as a member of the Subsidiary 
Body of the Committee responsible for examining nominations for inscription on 
the Representative List.

Up to 2010, China inscribed 35 elements (7 elements on th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and 28 elements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Japan 
inscribed 18 elements on the RL; Korea inscribed 11 elements on the RL; and 
Mongolia inscribed 9 elements (4 elements on the UL and 5 elements on the 
RL). Including 1 multinational element inscribed by China and Mongolia and 1 
multinational element inscribed by Korea and Mongolia, there have been a total of 
71 elements inscribed in North-East Asia region. Since there are 16 UL elements 
and 213 RL elements worldwide, , the number of inscribed elements from North-
East Asia makes up 33 percent of the ICH Lists. As North Korea hasn’t inscribed 
any ICH element to the Lists yet, it is expected that North Korea may make 
national inventories and inscribe ICH elements in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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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lation to ICH safeguarding activities, UNESCO Category 2 Centres, 
which support ICH safeguarding activities, have been simultaneously going 
through the establishment process in Korea, China, and Japan. This is the first 
time to observe the establishment of three related centres in one region.

Considering that three countries have accumulated experience and know-
how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ICH safeguarding policies for last half 
century, establishing three centres is meaningful to the region. One-third of the 
population in the world is living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the region occupies 
one-fifth of the world’s land area. Also, the Asia-Pacific region is the cradle of 
great civilisations and the places where a lot cultures appeared and disappeared. 
Considering these regional characteristics, establishing three centres brings the 
region bright perspectives in safeguarding its ric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UNESCO Secretariat and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s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met to discuss centre’s main functions. 
Information and networking are the main func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training, in China, and research in Japan. We are aware that since the functions 
are related each other, it will be very difficult to separate them from each other. 
Therefore, the three Centres are making efforts to build a cooperative mechanism 
among themselves. Representatives from China and Japan have been invited to 
be Members on ICHCAP’s Governing Board, and the three Centres have agreed 
to organise an annual working meeting. There will be a fourth ICH Category 2 
Centre established in Iran.

In addition to establishing Centres, there has been a marked increase in the 
momentum of ICH safeguarding activity in the region. One of the efforts made 
in the region is the establishment of the ICH safeguarding system in Mongolia. 
Over the last few years, the government of Mongolia has implemented a series of 
activities to set up a legal system to safeguard ICH. The government of Mongolia 
has also drawn up a national ICH inventory and identified bearers as well. 
Moreover, an ICH guidebook introducing unique ICH was published to raise 
the general public’s awareness. As a result of these activities, the government 
of Mongolia established an ICH safeguarding system at the national level, and 
seventy-one elements were inscribed on the National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Mongolia and eight elements on the National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in Mong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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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lation to Mongolian projects, ICHCAP has accepted the recommendation 
from the UNESCO Office in Beijing and started working with the government of 
Mongolia by providing financial support and technical advice.

Next, I would like to draw your attention to the regional cooperation regarding 
ICH safeguarding in North Korea. Regrettably, cooperation issues with North 
Korea are influenced by a volatile political atmospher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the early stages of ICHCAP’s establishment, the Centre contacted ICH 
experts from the North Korea under the mediation of the UNESCO Office in 
Beijing, and in 2008, we invited experts from North Korea to join in with the 
regional meeting that took placed in Hue, Viet Nam, which was co-organised by 
the UNESCO Office in Bangkok and ICHCAP. However, there was no interchange 
at all. Although, we were informed that Chinese ICH experts would be dispatched 
to North Korea, but we have not yet been updated about any meetings.

Having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ICH safeguarding in the North-East 
Asia as an extension of ICHCAP’s activities, I will now try to make suggestions on 
how to overcome some of the issues encountered, and then, conclude my paper.

The countries in North-East Asia have been very active in safeguarding, 
and their participation at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should increase. 
Despite that, there is a small concern that such high expectations might lead to 
excessive competition. Therefore, countries in the region need to build trust and 
collaborative relationships in while safeguarding ICH at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Regarding the newly established Category 2 Centres, the tasks with the 
greatest priority involve setting up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mechanisms 
among the three Centres. In addition to this, the Centre should build cooperative 
relationships among UNESCO Headquarters and regional offices as well as 
Member States of the region. This will serve the region with the founda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ICH safeguarding field. Certainly, we must not 
forget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among ICH experts, NGOs, and relevant 
organisations.

It is also essential to share information and promote effective communication 
among stakeholders. Member States, UNESCO Headquarters and regional offices, 
and Category 2 Centres should hold discussions more often so that they can share 
information and circulate ideas and visions for ICH safegua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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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but not least, I would like to ask you to focus your attention on ICH in 
North Korea. As mentioned, it is foreseen that there may be many obstacles for 
full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n particular, the deterior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s well as Japan and North Korea affect 
the cultural sector as well, putting cultural field at a standstill. In relation to this, 
I expect the UNESCO Office in Beijing to take an active role, and I hope this 
situation can impr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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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Progress of Modernisation and Globalisation

Without considering the series of disasters that unfolded in northern Japan in 
2011, it is notable that ou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ten sustains extensive 
damage from radical changes in the natural environment.

Even without taking natural disasters into account,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there are other serious risks that could transform or extinguish traditional 
cultures, especially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nd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One of the major causes of such risks may be the tendency toward 
modernisation, which involves changes in industrial structures.

The way of life in rural village communities and the foundation of cultures 
and traditions are drastically changing due to shifts in industrial structures and 
the population outflow of younger generations to urban areas, resulting in under 
population and reduced birth rates.

In short, the situation has become usual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wherein aged people who have stayed in local communities have no successor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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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 over traditional cultures. These changes to social composition continue to 
increase the risk of extinction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urthermore, due to the waves of globalisation, the tendency of western/
modern culture as represented in the mass media, especially television, may 
transform and dampen the traditional concept of values of cultures.

It may safely be said that challenges to the conservation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e in all these factors.

II. Survey Research and Data Collection

It is not uncommon that many traditional cultures succeeded to local communities 
are forced to transform as a response to political and economic changes, and in 
some cases, disappear forever. Therefore, it is crucial to collect historical records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nded down by tradition. Specifically, time-
honoured document records and memories of the elderly as well as paintings, 
drawings, and photos that represent the cultures should, to the greatest degree 
possible, be compiled chronologically.

It may sound repetitive, but survey research is critical, in addition to collecting 
data including accurate records, memories handed down from person to person, 
and videos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urviving to date. This should be 
secured to ensure the basic data set that may assist in the reproduction of the 
deteriorating aspects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II. Protection, Conservation, and Succession

In addition, for aspects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nd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t is necessary to enhance financial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the protection and succession of the cultural heritage within the 
framework compos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related municipalities. 

Furthermore, the cultural values and significance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hould be actively promoted and publicised through cultural policies and 
the edu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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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lly, establishing programmes to familiarise students with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ould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modern education 
system, achieving many successful experiences all over the world nowadays. 

Although I have some insights into the problems of and measures for the 
protection, restoration, and rehabilit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 will 
speak only about a limited number of these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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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he Necessity and Urgency of Developing Regional Cooperation 
in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and North-East Asia Region

Since the adoption of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2003, the importance and urgency of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s been more and more widely recognised thanks 
to the joint efforts made by UNESCO and its Member States. To safeguard ICH 
effectively from being washed away and engulfed by the waves of rapid global 
economic integration, many countries have spared no efforts in their endeavours 
to enhance their safeguarding measures, and they have gained notable results. 
Nonetheless, as time and situations change so quickly, we are still fully aware of 
the grave shortcomings and enormous pressures on the task of ICH safeguarding, 
particularly such issues as capacity building for ICH safeguarding in this region, 
which beckons our immediate and enhanced attention. In the background of a 
new historical era, regional cooperation will be a necessary step to addres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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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vementioned problems, open new vistas in ICH safeguarding, and help us 
make greater progress in this aspect.

It is the consistent position of UNESCO to develop extensive cooperation 
and exchange in the ICH safeguarding field. Regional cooperation can not only 
promote sharing best practices and exchanging experiences and mutual learning, 
but also address such realistic problems facing individual countries. Some of 
these issues include insufficient understanding of the concep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well as a lack of professional personnel, practical experiences, 
and international vision. In so doing, it will be conducive to the goal of integral 
ICH safeguarding. And this might also be the ultimate purpose of the different 
mechanisms established under the 2003 Conventi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the common assets of humankind. The 
practitioners and bearer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old features of a certain 
level of mobility, which is to say, they may migrate to one place to another for any 
number of reasons whether historical or political or for some other reason. In 
addition, during specific periods, the territory or borders of a country might also 
change; therefore such changing historical conditions giv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rtain levels of mobility as well, making it transcend the demarcation 
of countries, nations, and territories; moreover, these circumstances of mobility 
also give rise to some identical or similar features in the ICH of different 
countries, nations, and territories. These commonalities are the precondition and 
requirement for us to boost regional cooperation on safeguarding ICH. 

II.   Prospects and Potential for Regional Cooperation in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and 
North-East Asian Regions

There are vast prospects and great potential for regional cooperation in the ICH 
field in the Asia-Pacific and North-East Asian regions. First, the Asia-Pacific 
region boasts a large variety of ethnic groups, large population, long history, 
splendid cultures, frequent cultural exchanges, and prolific ICH resources. The five 
countries in North-East Asia alone are home to over seventy plus ethnic groups, 
over two hundred languages, and more than one billion people, making up n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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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of entire Asia-Pacific region. The abundant resources thus offer us enormous 
potential for regional cooperation. 

Second, the Asia-Pacific region, particularly in North-East Asia, is an 
environment marked by closely adjacent geography, a constant population flow, 
and historical cultural exchange. And these factors have laid the foundation for 
many commonalities in ICH, some of which being identical or similar within 
this area; therefore, such ICH elements also face very similar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Such exceptional geographical relationship serves as a sound basis for 
successful regional cooperation.  

Third, among the forty-eight Member States of UNESCO in the Asia-
Pacific region, twenty-nine are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Up to the 
end of November 2011, 267 items or best practices have been inscribed on the 
Representative List,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and the Register. Thirty-two 
Member States from the Asia-Pacific region have eighty-four items inscribed on 
the Representative List, ten items on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and one best 
practice on the Register. All five North-East Asian countries are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nd almost all have ICH inscribed on the lists and have gained 
experiences in ICH safeguarding and nominating. Even though, there is still 
a need to enhance capacity building to cope with realistic problems through 
mutual exchange, discussions, and joint collaborations. At the international level, 
it is still quite common that there is inadequate understanding of ICH’s value, 
the significance of ICH safeguarding, and the different mechanisms established 
under the Convention. Professionals and professional organisations are limited. 
Many of them lack of experience in ICH safeguarding and research, especially in 
nominating ICH elements for inscription and community-based inventorying. 
These problems can be addressed via regional cooperation. 

In brief, it is an irresistible trend for the Asia-Pacific and North-East Asian 
regions to strengthen regional cooperation, which is an effective approach to 
solve regional inadequacy in resources, ability, and experiences in terms of ICH 
safeguarding. It is also an effective measure to collectively withstand the impact of 
world economic setback and cultural homogenisation and tosafeguar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all humanity. Therefore, there are immense prospects and 
potentials in this reg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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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Duties and Willingness of CRIHAP in Carrying Out Regional 
Cooperation for ICH Safeguarding in the Asia-Pacific Region, 
Particularly in North-East Asia

China has all along placed importance on safeguarding ICH. From the beginning 
of the last century,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with Peking University as the 
leading institute, established research institutes related to documentation and 
research, which has lasted all the way through to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uring the 1950s, nationwide investigation and research 
on folklore and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were carried out by massive 
local cultural workers under the organis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Since 
2000, China has been particularly proactive in responding to the UNESCO 
initiative, the Proclamation of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and witnessed the inscription of Kunqu Opera, Guqin Music, 
and other items. In recent years, the Chinese government has taken a series of 
measures for this purpose, including launching the Chinese Traditional & Folk 
Culture Safeguarding Program, establishing a special fund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afeguarding, establishing a nationwide safeguarding system at various 
levels, setting up the Departmen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der the 
Ministry of Culture, and establishing the National Center for ICH Safeguarding 
and local centres at the provincial level. Under the guidance and support of the 
government, relative research institute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as well as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all over China have participated in the 
work of ICH safeguarding, including research, protection, inventory making, and 
nomination. The Chinese government proclaimed that starting from 2006, the 
second Saturday of June will be the Day of Cultural Heritage. In 2011, the Law of 
Intangible Culture Heritag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 promulgated. 
In general, the work on safeguarding, research, and inheritance of ICH in China 
is now in a new era marked by being more coordinated and comprehensive 
development. The implementation of all the above measures has greatly boosted 
the ICH safeguarding work in China.

Through these years of ICH safeguarding, China has accumulated quite a rich 
experience in this field. The rapid overal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n China 
and the in-depth expansion of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have 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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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ound background and solid foundation for China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reg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CH safeguarding in the Asia-Pacific Region.

In May 2010, the Chinese government signed with UNESCO the Agreement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Training Center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CRIHAP) to bear its share of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and jointly promote 
ICH safeguarding in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CRIHAP will be an important international platform for the region to develop 
regional cooperation aiming to safeguar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According to the Agreement between China and UNESCO, 
CRIHAP shall specialise in training, and its objectives shall be to 

(a)  promote the 2003 Convention and contribute to implementing it in the 
Asia-Pacific region;

(b)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in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c)  enhance the capacity of the Asia-Pacific Member States of UNESCO 
in safeguarding ICH, particularly by strengthening the capacities of 
concerned personnel; and 

(d)  foster region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safeguarding ICH.

To achieve the above objectives, the specific functions of the CRIHAP will be to 

(a)  grant financial support to trainees in need of assistance and organise long-
term and short-term training courses, including classroom training and 
field-based training on the following subjects: 

 •   the 2003 Convention and its Operational Directives;
 •   different examples of policies including legal, administrative, technical, 

and financial measures fostering ICH safeguarding;
 •   introduction to UNESCO publications on identif ication and 

documentation of ICH and their application in fieldwork; and
 •   teaching ICH in formal and non-formal education, including courses of 

theory and practice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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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obilise international and Chinese experts as well as scientific NGOs 
specialised in the different domains of ICH to work as instructors and 
advisors of the mentioned subjects; and

(c)  enhance international and regional cooperation with institutions active 
in the domain of ICH, notably those established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Category 2 Centres). 

In conclusion, it’s the unshakable duties and missions of CRIHAP to promote 
reg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CH safeguarding in the Asia-Pacific region, 
to carry out bilateral or multilateral cooperation and exchange, to assist Asia-
Pacific countries in building their capacity for ICH safeguarding, to improve the 
implementation of the 2003 Convention, and to make efforts in safeguarding 
the common cultural heritage of all humankind. This is not only in line with the 
objectives of CRIHAP, but also compatible with the commitment that Chinese 
government made to UNESCO. As we used to be, are, and will be willing to play 
an active role in the reg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CH safeguarding in the 
Asia-Pacific region.

IV.   Recommendations for Strengthening Regional Cooperation 
in ICH Safeguarding in the Asia-Pacific Region, particularly in 
North-East Asia

To develop more effective reg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CH safeguarding 
in the Asia-Pacific region, particularly in North-East Asia, I’d like to make the 
following five suggestions: 

1.  Establish an effective mechanism for cooperation and exchange in the 
Asia-Pacific region, particularly in North-East Asia. The three Category 2 
Centres in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shall cooperate closely 
under this mechanism to make concrete implementation measures to foster 
regional cooperation.

2.  Each country in this region should designate an institution in the ICH field 
as liaison organisation and a contact person, and it would be helpful to 

창립기념 자료집.indb   136 2013-03-28   오후 1:51:57



136 • 137

create, publish, and update a correspondence directory.
3.  Establish an effective meeting mechanism, such as regular meetings on 

regional cooperation, so that bilateral and multilateral exchange can be 
conducted and suggestions and tentative plans can be proposed.

4.  Formulate regular regional safeguarding programmes to guide regional 
cooperation so as to promote the smooth development of regional 
cooperation and give substantiate impetus to regional cooperation.

5.  Explore the feasibility of setting up a special regional fund for safeguarding 
ICH in the region or the possibility of incorporating ICH safeguarding 
into any existing regional cooperation framework, so as to provide a steady 
economic found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and facilitate the concrete 
implementation of the regional safeguarding program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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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inent gathering of experts and the diversity of their knowledge based 
on first-hand efforts at safeguarding intangible heritage makes the task of a 
rapporteur daunting. Please allow me to share some reflections from a day of 
intense discussions. Rather than a summary of presentations, which are already 
provided by the organisers, I beg your attention to the following.

The Director-General of UNESCO, Madame Irina Bokova, has consistently 
emphasised the critical role of a culture in pea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he 
says that it ‘is a source of identity and dignity for local communities, a wellspring 
of knowledge and strength to be shared’.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heritage 
is critical to the viability and sustainability of this ‘source of identity and dignity’. 
Safeguarding is a process that informs intercultural, intergenerational, interagency, 
and interdisciplinary dialogue.

First of all, UNESCO, ICHCAP, the Korean government, and all the States 
Parties from the Asia-Pacific region command admiration for the support and 
constructive input in the birthing of ICHCAP, a UNESCO Category 2 Centre. 
The mandate of ICHCAP to facilitate networking and capacity building in the 

Rapporteur's Report

Networking—A Critical Pathway for 
Safeguarding Intangible Heritage

Amareswar GALLA
Executive Director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Inclusive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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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 region is significant, and we all have a responsibility in ensuring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for sustainable outcomes from the diversity 
of activities of ICHCAP.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the Directors of the 
UNESCO Category 2 Centres in China and Japan are generous to share their time 
and knowledge with us here today.

Networking has emerged in the twenty-first century as a science of the study 
local, regional, national, and international—or ‘beyond the border’, if you will—
engagement in a world where globalisation has picked up an unprecedented and 
accelerated pace, economically, culturally, socially, and digitally. Transcending 
borders, both physical and cultural, has become imperative. At the same time, the 
caution is to minimise the transgressions across traditional and recently framed 
borders. Mutual respect and cross-cultural understanding are bedrock elements in 
safeguarding intangible heritage.

At the very outset, Mr Chan Kim, Administrator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underlined dialogue and information sharing that 
characterise the operationalisation of ICHCAP. This is lucidly illustrated in 
the strategic planning and action programming documents of ICHCAP that 
are distributed here and posted on the web page. Dr Tim Curtis, Chief of the 
Culture Unit at the UNESCO Office in Bangkok, called the attention of all to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 focus in the operationalistion of ICHCAP so that it is 
has a clear Convention basis. Professor Dawnhee Yim, distinguished scholar and 
colleague, reflected on the importance of intercultural and interfaith dialogue in 
safeguarding intangible heritage. 

Today’s roundtable of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have been organised 
around the Asia-Pacific’s sub-regions. Several presenters, especially our dear 
colleague and mentor Professor Noriko Aikawa, pointed out the sub-regional 
disparities in the engagement of States Parties and various stakeholders and 
actors in the Asia-Pacific region. A significant proportion of the ICH elements 
on the 2003 Convention’s Representative List are from North-East Asia. It is not 
surprising that three out of the four UNESCO Category 2 Centres dealing with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heritage are from this sub-region, with the fourth 
one in Iran proposing to address the interests of West and Central Asian cultural 
regions. 

The recent democracies of the past two decades in the Central Asia Republ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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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 exciting and new opportunities for frameworks and networking in 
safeguarding intangible heritage. As is evident from the key players from Central 
Asia here, ICHCAP is already actively engaged in this sub-region. South Asia has 
a strong legacy basis for linguistic and cultural histories that inform a significant 
diversity of intangible heritage elements. The situation is similar in South-East 
Asia. The Pacific poses a distinct challenge, as an aqua continent located in one 
third of the oceans of the world, with dispersed islands that share the dynamic and 
yet most endangered intangible heritage elements rooted in the rich inheritances 
of trans-oceanic voyaging, Voka Mona.

In the above sub-regional context, there is also a disparity of engagement with 
international heritage law, whether the hard law of conventions and treaties or the 
soft law of declarations, charters, recommendations, and codes of ethical practice. 
It is envisaged here that ICHCAP could be an important vehicle for networking 
and information sharing to increase the number of States Parties to the 2003 
Convention. This expansive and inclusive engagement is critical for addressing the 
linguistic and cultural diversity of the Asia-Pacific region as a contextual arena 
for effectively safeguarding intangible heritage elements. We all noted that one 
of the key concerns that have come up in discussions today is the non-duality of 
linguistic and intangible heritage. 

Then there is the common ground between different conventions, for example, 
safeguarding local intangible heritage elements, such as the hudhud chants of the 
Ifugao landscape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2003 Convention and preserving 
the rice terraces of the Ifugao world heritage. A different dimension to all the 
conventions is the need to interface and address the standard setting in the 2007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The Ifugao, as indigenous 
people, command the attention of the world as one of the few indigenous 
communities that are engaged with both the intangible heritage and world 
heritage conventions. One of the challenges for ICHCAP that has come out of 
today is the need to address networking and information sharing with the largest 
number of and most diverse groups of the world’s indigenous peoples who live 
across the Asia-Pacific region.

There has been considerable discussion today on inventorying. Case studies 
and challenges have been presented from the different Asia-Pacific sub-regions. 
Inventories are critical for implementing the 2003 Convention. The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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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s not prescribe or define inventories. However, community participation is 
imperative in making inventories. The following are some of the essential areas 
where community participation needs to be ensur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   Identifying and defining (Art. 11(b)) 
•   Inventorying (Art.12, 15) 
•   Awareness raising (Art.14 , 15) 
•   Capacity building (Art.14 , 15) 
•   Safeguarding, management (Art.15) 
•   Nominations (OD 1, 2, 7) 
•   International assistance requests (OD 12) and 
•   Periodic reporting (OD 157, 160) 

The key question is who does the inventorying. Community-based 
inventorying needs to be promoted, and this ultimately ensures the role of 
communities in the safeguarding process, without which there will be no viability 
and sustainability of the intangible heritage elements. The situation becomes even 
more complex when you are dealing with multinational nominations. How does 
one facilitate community-based inventorying while advocating and promoting 
multinational nominations? 

The Pacific does have excellent models for community-based inventorying. 
The fieldworkers’ network in Vanuatu has become one of the most significant 
mechanisms for community-driven intangible heritage inventorying in the 
first voice of the bearers and transmitters.1 This is done within the respective 
community’s own language. It is being adapted elsewhere in the Pacific. In fact, 
the Vanuatu model is also influencing methodologies in South Asia and elsewhere. 

Given the primacy of the bearer and transmitter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in safeguarding intangible heritage elements, the safeguarding-
planning approaches taken involve full participation by the local community, 

1     ‘Ralph Regenvanu and Kapila Vatsyayan - A Dialogue’ in Amareswar Galla (ed.)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Workshop on Traditional Knowledge Systems, Museums & Intangible ‘Natural’ Heritage in South Asia. Hyderabad. 
3-7 Februar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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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on local skills and expertise and providing for empowerment of the local 
community through the plan’s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In developing 
a community-based safeguarding plan, the opportunities to include strategies 
that empower local communities are prioritised, making them better able to 
provide for their own needs. The goal is to contribute to more effective community 
building by strengthening local capacity for action. The empowerment model for 
local planning is useful in these initiatives as it

•   recognises that local people are well placed to know what they need,
•   recognises that values and priorities vary from place to place,
•   strategically places resources to maximise access by local people,
•   gives local people resources to meet their own needs,
•   gives control over resources to local communities, and
•   develops the management skills of the local community.

Professor Dawnhee Yim emphasised in her opening keynote address 
today that it is ‘important to construct a stable local collaborative system since 
collaborative efforts are necessary to create an environment for ICH Safeguarding’. 
Inventorying and safeguarding plans require a seamless engagement community 
to secondary stakeholders that are beyond the localities of the ICH elements. 
Abhimanu Singh from UNESCO Office in Beijing calls for a collaborative multi-
stakeholder participatory framework in recalling Mahatma Gandhi’s, ‘no culture 
can live if it attempts to be exclusive’. I would add to it another of my own favourite 
Gandhi quotes, ‘to believe in something and not practice it is a crime’. The gulf 
between rhetoric and reality of safeguarding intangible heritage can be bridged 
through inclusive practices and effective networking and sharing of information 
based on case studies and methodologies of inventorying would be extremely 
useful. This is even more important in the face of the shortage of experts that has 
been brought to our attention today.

Finally I would like to draw your attention to the opportunities presented 
today on the appropriate and effective use of technologies in intangible heritage 
safeguarding. The endeavours are cross-disciplinary in scope, bringing together 
technologists with a concern for the social, and social scientists with a concern for 
the technological. The need to scope the potential is primarily, but not exclus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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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2

Apart from the mechanics of social technologies and the social impact of 
technologies, we need to address the way technology is used to address human 
needs and serve community interests in intangible heritage safeguarding. We 
need to address values of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translation, creativity, 
innovation, access, equity, and personal and community autonomy. In this space, 
commercial and community interests at times complement each other; at other 
times, they appear to be at odds. 

Over the past four decades, digital technologies have become signature change 
agents in all aspects of our domestic, working, and public lives. Whether it is our 
awareness of the world through the media, formal or informal learning, shopping, 
banking, travelling, or communicating, digital technologies are everywhere. 
The hardware is getting less expensive relative to the power of the technology. 
Meanwhile, battles loom large in the domain of intellectual property.

How do we understand and evaluate the workings of these technologies in 
safeguarding intangible heritage? To answer this question, we need to recruit the 
disciplines of computer science, software engineering, communications systems, 
and applied linguistics. We need to develop and apply the conceptual tools of 
cybernetics, informatics, and systemics and the theory of distributed networks. 
And how do we understand their effects? Here we may consider the impact of the 
new media, intelligent systems, or human-machine interfaces.

The earlie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of modernity 
centralised power, knowledge, and culture. They were built with heavy plant and 
physical infrastructure—the printing presses, the transmission stations, and 
the transport and distribution systems—that only the larger corporation or the 
state could afford. They were centralised, driven by economies of (large) scale 
and dominated on a day-to-day basis by those with economic resources, political 
power, and elite cultural networks.

The new digital technologies are free or cheap, instantaneous, and global. 

2     The Social Ecology of Digital Technologies as the overriding theme was debated and illustrated through case 
studies in the Technology, Knowledge and Society International Research Conference in Hyderabad in December 
2005. (http://t06.cgpublisher.com/welcome.html) The material here is derived from my inputs as the President 
of the Conference immediately after the adoption of the UNESCO 2003 Convention on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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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are decentralised and distributed. And so, it is argued that they open out 
and provide broader access to the means of production and communication of 
meaning. They are the bases for an electronic democracy, participatory design, and 
communities of practice. They allow myriad cultures, interests, and knowledge 
communities to flourish. Or at least, this is one interpretation. In bleaker views, 
they add a digital divide to older historical cleavages of inequality; they daze us 
into passivity; they place our every movement under surveillance; and they enforce 
a sedentary compliance.

There is little doubt that e-learning is destined to become a larger part of 
the experience of learning at school, in universities, on the job, and at home—
indeed, in lifelong and life-wide learning. Technology is now a central concern 
of education, not only from the point of view of preparing students for a world of 
work where networked computers are pervasive, but also from the point of view 
of community participation and citizenship. Learners who are excluded from 
the new information spaces will clearly be economically, socially, and culturally 
disadvantaged.

The capacity of the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o transform learning relationships, networking, and information sharing in 
safeguarding intangible heritage is yet to be adequately explored. Instead of being 
the conventional recipients of transmitted knowledge (syllabuses, textbooks, and 
information resources), communities of learning might become places where 
teachers and learners develop knowledge banks, and where traditional classrooms, 
dominated by teacher-researcher talk, are replaced by open learning in which groups 
of learners work autonomously and collaboratively on knowledge projects within a 
structured content-management environment for safeguarding intangible heritage.

The world is moving into a phase that is widely, and perhaps too glibly at times, 
referred to as a ‘knowledge economy’ or ‘knowledge societ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and their human effects, play a central part in this 
development. How does ICH safeguarding sit within this framework?

These digital technologies allow new, bottom-up structures of knowledge to 
emerge, building from the collaborative endeavours of knowledge transmitting/
creating/generating communities—in, for instance, community learning centres, 
workplaces, schools, and associations of common interest. In each case, they 
provide the means by which personal and group knowledge may be shar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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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ed into common knowledge. From being receptors of knowledge, 
persons, organisations, and communities become makers and publishers of 
knowledge, reversing, at least in part, the fundamental epistemic f lows of 
modernity and replacing this with a new ‘dialogics’ of knowledge. The perspectives 
presented range from big-picture analyses that address global and universal 
concerns to detailed case studies that speak of localised social applications of 
technology. 

In conclusion, may I draw your attention to three principles that underpin 
today’s deliberations on networking? The first and foremost is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in all our endeavours at safeguarding ICH where the basis of the 
Convention is axiomatic. Information sharing is our ability to respect and value 
our cumulative and collective efforts in ICH safeguarding so that this new field of 
endeavour in implementing the Convention benefits from the collective wisdom 
of all stakeholders and concerned agencies. Finally, networking is the science 
of seamless interactivity to furthe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the role of the digital domain needs to be fully explored so as to maximise the 
opportunities provided and minimise the negative impacts of globalisation as well 
as digital, economic, cultural, and social change. Thank you and I wish you my 
heartfelt gratitude for bearing with me at the end of a long day in our commitment 
to safeguarding intangible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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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augural meeting of ICHCAP titled ‘Regional Collaboration for Safeguarding 
ICH in Asia and the Pacific: Tasks and Strategies’ was held at the Grand Hilton 
Hotel on 28 November 2011. Acting Director Seong-Yong Park, ICHCAP, opened 
the commemorative events and international conference with a warm welcome 
to participants, presenters, and discussants. He stated the unique position of 
ICH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emphasised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llaboration in ICH safeguarding efforts. He also expressed his hope th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will aid not only ICHCAP, who will primarily play 
roles in facilitating communication and cultural solidarity among stakeholders, 
but also Member States throughout the region as they move forward with their 
safeguarding endeavours.

Mr Kim, Administrator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also offered words of welcome. He expressed his hopes that the day would contain 
fruitful discussions on the importance of collaboration and the sharing of various 
ICH safeguarding techniques, since safeguarding has its share of challenges.

Mr Curtis, Chief of the Culture Unit for the UNESCO Office in Bangkok, 

Summary of Conferenc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afeguarding ICH
Regional Collaboration for Safeguarding ICH in 
Asia and the Pacific: Tasks and Strategies

28 November 2011
Grand Hilton Hotel,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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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ed his pleasure and feeling of honour at being present at ICHCAP’s official 
launching. He also expressed the need for mor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nd 
sharing of knowledge among Member States. Mr Curtis stated that Korea has 
begun to help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chieve this goal by starting ICHCAP, 
since ICHCAP’s main role is to strengthen information and networking in the 
framework of the 2003 UNESCO Convention.

Dawnhee Yim, Distinguished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said that since 
the 2003 Convention, collaboration among bearers, local communities, and 
governments has been emphasise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Dr Yim went 
on to say, has also been encouraged. First though, it is important to construct a 
stable local collaboration system for ICH safeguarding efforts. Today, Dr Yim 
said, ICH experts in Asia and the Pacific region have gathered to discuss regional 
collaboration for ICH safeguarding. Although every nation and sub-region has 
different circumstances, active discussion about ICH safeguarding methods is 
expected during the conference. 

Session 1
Central Asia Safeguarding of ICH in Central Asia: Overview and 
Perspectives

Safeguarding ICH in Central Asia: Overview and Perspectives
Sergey LAZAREV 
Director of the UNESCO Office in Alm aty

Unfortunately, Mr Sergey Lazarev was not able to be present, so Mr Shahin 
Mustafayev presented on behalf of Mr Lazarev. Mr Mustafayev opened by 
illustrating that the unique position of Central Asia as an ancient crossroads of 
civilisation has given the region a variety of cultural heritage spanning centuries. 
He went on to explain how the ICH safeguarding environment of modern Central 
Asian states (Kazakhstan, Kyrgyzstan, Tajikistan, Turkmenistan, and Uzbekistan) 
since independence in 1991 is markedly different to when the culture sector was 
under Soviet authority. Under free-market conditions, the culture sector no lo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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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s state funding nor does it have a prominent position in state planning 
activities. At the same time, modern socio-economic growth and the desire for 
a sense of history and cultural identity have been playing an increasingly more 
important role in the lives of Central Asian People. For these reasons, effectively 
managing heritage sites, safeguarding ICH, and developing traditional arts and 
crafts to promote tourism play vital roles in the long-term socio-economic and 
cultural development of Central Asia.

In recent years, as Mr Mustafayev explained ICHCAP and UNESCO institutes 
have coordinated projects and workshops that have initiated efforts to safeguard 
oral, musical, and handicraft traditions. Mr Mustafayev mentioned some of 
these projects and workshops, including the Boysun workshop in 2009 and sub-
regional meetings (2010 and 2011). Although these efforts have helped facilitate 
the inscription of five elements to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many factors still threaten Central Asian ICH 
safeguarding and transmission. Foremost, there are too few, if any, institutes or 
experienced experts in the field, so there is a limited understanding of the core 
concepts and mechanisms involved with implementing the 2003 Convention. As 
a response to this situation, emphasis has been place on strengthening national 
capacities. As such, between 2012 and 2013, the UNESCO offices in Almaty 
and Tashkent will, with the support of the Government of Norway, implement 
additional budgetary means to aid in strengthening national capacities in the 
Central Asian region. 

In closing, Mr Mustafayev reiterated the importance of intangible heritage in 
Central Asia, and he expressed his hope that the budgetary expansion will lead to 
greater attention being put on increasing sub-regional capacities for cooperation 
in identifying and safeguarding shared heritage. He made a final special note that 
the recent decision by the parliament of Kazakhstan to ratify the ICH Convention 
will help facilitate mor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therefore 
contribute to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Central Asian sub-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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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ant: Assel UTEGENOVA 
Secretary-General of the National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for UNESCO

Ms Utegenova began by saying the region of Central Asia is a unique space where 
throughout time civilisations, religions, and cultures have intersected, and ICH 
provides the basis for historical self-identification. According to Ms Utegenova, 
the joint cooperation of Central Asian countries in the field of ICH is the 
primary condition for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the region’s ICH at the 
international level.

Ms Utegenova noted that Kazakhstan is still in the process of ratifying the 
2003 Convention. However, within the next year this gap will be filled up due to 
the large amount of materials related to the ICH that have been accumulating in 
the field of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of Kazakhstan.

Despite the difficulties of safeguarding ICH, from 2004 Kazakhstan has 
been successfully implementing an important initiative—the National Strategic 
Programme Madeni Mura, which means ‘Cultural Heritage’—aimed at 
creating an integrated system of studying the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of 
Kazakhstan, including its intangible component.

In closing, Ms Utegenova mentioned that the thirty-sixth session of the 
UNESCO General Conference adopted a resolution submitted by Kazakhstan 
regarding the proclamation of the International Decade for the Rapprochement of 
Cultures from 2013 to 2022. She believes such national and international projects 
aimed at fostering compliance with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CH is a key factor in preserving the identity of every nation. 

Discussant: Shahlo ABDURAHIMOVA 
Secretary-General of the National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for UNESCO 

Ms Abdurahimova began by noting the day’s meeting is a continuation of the 2003 
Convention’s initiatives on ICH safeguarding. The activity of safeguarding ICH in 
the Central Asian region has become more intensive during the last few years. In 
March 2010, the first sub-regional Network Meeting in Tashkent, Uzbekistan, took 
place. An additional sub-regional meeting took place in July 2011 in Dushan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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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l recently, due to the centralised authority of the former USSR 
government, some countries of the Central Asian region were carrying out the 
duties of safeguarding ICH independently from one another. However, now, 
according to Ms Abdurahimova, these countries are endeavouring to work 
together in their ICH safeguarding activities. Tajikistan and Uzbekistan have 
successfully collaborated on the safeguarding of ICH. They were able to have 
Shashmaqom included on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which is a wonderful 
achievement because despite this region’s historical richness, its heritage is 
currently underrepresented on the UNESCO ICH lists. 

Next year, there will be an international celebration of Navruz in Dushanbe. 
Ms Abdurahimova hopes guests from various parts of the world will take part 
to consider the issues and techniques of safeguarding ICH in the region. Since 
Tajikistan was not a state party of the UNESCO Convention at the time of 
Navruz’s inscription to the Representative list of ICH of UNESCO, it couldn’t 
join the nomination. Ms Abdurahimova kindly requested further inclusion of 
Tajikistan in the nomination, especially when considering the great efforts the 
country is making in safeguarding ICH.

Discussant: Shahin MUSTAFAYEV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entral Asian Studies

Mr Mustafayev echoed Mr Lazarev’s statements of Central Asia being a historical 
crossroad and full of ICH. After detailing the ICH elements inscribed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he itemised 
the challenges associated with inventory making, a crucial component to 
safeguarding measures. 

Mr Mustafayev then went on to indicate areas that need international 
assistance, including capacity building, creating technological and communication 
systems for ICH safeguarding, conducting research expeditions, and publishing 
ICH inventories. 

Mr Mustafayev wraps up his session with a brief overview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Central Asian Studies’ activities, which are focused on scientific ICH 
research and documentation in Central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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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2
South Asia Safeguarding of ICH in South Asia: Overview and 
Perspectives

Regional Collaboration for Safeguarding ICH: Overview, Tasks, and 
Strategies: with Special Reference to India, Bhutan, Sri Lanka, and the 
Maldives
Shubha CHAUDHURI
Director of American Institute of Indian Studies

Ms Chaudhuri began by stating the importance of ICH. The 2003 Convention has 
greatly enhanced the safeguarding of ICH. However the UNESCO Convention, 
whose main aim is safeguarding, has helped bring these issues to the centre, 
resulting in the need to define the word ‘intangible’.

Ms Chaudhuri gave a brief overview of the statu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ICH Convention in Bhutan, Sri Lanka, Maldives, and India. 

Ms Chaudhuri addressed the issues and challenges that arise from 
safeguarding by reviewing the Convention and its basic aims, which are 
inventorying, awareness raising, and revitalisation. She went on to discuss at 
length the pros and cons of inventorying and its relationship to nomination. Next, 
she gave an overview of the measures that are considered part of safeguarding 
according to the Convention. She put special emphasis on the ways in which 
safeguarding can be developed. 

Ms Chaudhuri concluded by mentioning the on-going collaboration in the 
region through various agencies and the new initiative by UNESCO for Capacity 
Building workshops. She believes the partnerships she mentioned will lay a 
foundation for policies and programs, which in turn will provide a more stable 
base for the creation of matrices for safeguarding. 

창립기념 자료집.indb   154 2013-03-28   오후 1:51:58



154 • 155

Discussant: Sudha GOPALAKRISHNAN
Executive Director of Sahapedia 

Ms Gopalakrishnan began by sharing a few of the countless expressions of 
intangible heritage. She noted that apart from culture-specific expressions, ICH in 
South Asia has pan-Asian traditions that aren’t confined to a particular nation but 
rather exist in interlinked multiple versions, independent from each other. 

Considering the multiplicity and complexity of intangible heritage in the 
region, programmes for revitalisation have so far been too dispersed and isolated. 
Therefore, as Ms Gopalakrishnan surmised, a broader approach for safeguarding 
ICH has to be taken. According to Ms Gopalakrishnan, a well-defined policy in 
regards to safeguarding should be realised, people should sustain their tradition 
through documentation, institutions should network with one another, well-trained 
personnel should be hired to manage cultural heritage, youth should be encouraged 
to foster their heritage, and tourism should be promoted, among other tasks.

The most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UNESCO Convention on ICH, Ms 
Gopalakrishnan stated, has to start at the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This can be 
achieved through the creation of regional resource centres, national inventories, 
extensive documentation, as well as trans-national and regional research and the 
development of guidelines for protecting IPR relating to ICH. 

Ms Gopalakrishnan closed by suggesting some activities that ICHCAP needs 
to pursue to safeguard efforts of ICH. She also mentioned the role of Sahapedia, 
an open online encyclopaedia of Indian and Asian cultural heritage, in helping to 
disseminate cultural heritage to registered users.

Discussant: Khalid JAVAID 
Executive Director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Folk and Traditional Heritage, Pakistan

Mr Javaid briefly introduced his audience to the rich history of Asia. He specified 
the countries of Asia have been the bedrock for the world’s great religions. This 
fact has taught Asian society to be a culture governed by love, peace, and tolerance. 
Asian countries also have a wide variety of art, craft, culture, music, and other folk 
tra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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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kistan, since it is not as modernised or industrialised as other countries, 
has a strong folk culture practiced by a dominate majority of its people. Mr Javaid 
noted Pakistan has evolved and flourished for over 9,000 years; thus Pakistan 
stands out for its dynamic and diverse culture. UNESCO, by lending assistance to 
Pakistan, has helped the country promote its culture.

Lok Virsa, the organisation to which Mr Javaid belongs, has created the 
single largest archive of Pakistan’s ICH anywhere in the world. Thus, Mr Javaid 
suggested a joint strategy between UNESCO and ICHCAP to safeguard ICH. 
Then, Mr Javaid advised mutual cooperation among cultural organisations of 
member countries, joint collaboration between analogous institutions in member 
states, training course/workshop on ‘Role of Museums in Safeguarding ICH‘, and 
series of festivals at the regional level

Mr Javaid wrapped up his discussion by thanking the countries, organisations, 
and in particular ICHCAP and UNESCO (ACCU) for all of their efforts to 
promote intangible culture in the Asia-Pacific Region. 

Discussant: Yonten DARGYE 
Chief Research Officer in Research and Media Division, Ministry of Home and Cultural Affairs

Mr Dargye began by articulating some of the obstacles that currently limit the 
promotion and preservation of ICH, such as globalisation. In order to promote 
safeguarding against the seepage of foreign cultures into pre-existing traditions, 
Mr Dargye first identified rapid socio-economic development, changing core 
cultural values in the youth population, shifting thoughts regarding materialism 
and its development, rural-urban migration trends of the youth population, and 
materialistic development as the challenges facing most countries in Asia:

Considering the challenges that face safeguarding ICH, Mr Dargye said it is 
important for member countries need to build closer relations with one another. 
In hopes of leading member countries to stronger collaboration, he makes the 
following points:

•  more studies should be undertaken
•  values should be reinterpreted and sh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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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 awareness of ICH should be mobilised
•  ICH safeguarding fund should be established 
•  expertise and scholars should be shared
•  a networking centre for ICH learning must be established
 
In closing, Mr Dargye reiterated that ICH is due to the rapid changes cultures 

are undergoing. Mr Dargye states Bhutan Department of Culture and ICHCAP 
are taking steps towards a collaboration to safeguard ICH in Bhutan. 

Session 3 
The Pacific Safeguarding of ICH in the Pacific: Overview and 
Perspectives

Regional Collaboration for ICH Safeguarding in the Asia-Pacific Context: 
Overview, Tasks, and Strategies in the Pacific Region 
Akatsuki TAKAHASHI
Programme Specialist for Culture, UNESCO Office in Apia

As an overview, Ms Takahashi used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Pacific island 
countries as an illustration to put ICH safeguarding in the broader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Pacific region. First, Ms Takahashi presented a 
summary of the history of the Pacific World Heritage Programme and progress of 
its implementation since the adop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in 1972. 
Then, Ms Takahashi explained in further detail how the linguistic, cultural, and 
geographical diversity of the Pacific community leaves the region simultaneously 
vulnerable and resilient. 

Ms Takahashi went on to outline the development of the Pacific ICH 
Programme since the preparatory and adoption phase of the ICH Convention 
2003 until the organisation of multi-stakeholder consultations in seven Pacific 
island countries in 2010 and 2011. She did so by discussing Pacific cultural heritage 
and going into the heritage of words that have helped shape the Pacific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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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re deemed important by it. Ms Takahashi noted the Pacific community 
has withstood some outside cultural influences, while integrating others. This 
dichotomy has resulted in the creation of a unique combination of traditional and 
modern systems. Ms Takahashi tied up her outline by sharing that the ratification 
of Palau of the ICH Convention was announced last month at UNESCO. She also 
indicated that more ratifications are on the way. 

Ms Takahashi identified two tasks to be carried out to maintain safeguarding 
in the Pacific: the organisation of consultations on ICH safeguarding and the 
elaboration of a mid-term strategy for the ICH safeguarding in the Pacific 
community. 

Ms Takahashi presented a strategy that would focus on the contribution of 
Pacific ICH to the achievements of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 and 
other internationally agreed goals such as Education for All (EFA) and Traditional 
Knowledge and Skills (TKS). Ms Takashi gave illustrative examples of how the 
MDG, EFA, and TKS help contribute to the wellbeing of its Pacific community 
members, especially women. 

In conclusion, Ms Takahashi argued that safeguarding the Pacific community 
can be attained by building strength through its own culture. This resilience-
building can be done by maintaining on-going good practices, such as information 
sharing and networking, and by strategically highlighting the central role of ICH 
in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of communities. 

Discussant: Adi Meretui Tuvou RATUNABUABUA
Principal Cultural Development Officer, Ministry of Education, National Heritage & Culture & Arts, Youth 

& Sports

Ms Ratunabuabua emphasised the need for developing ICH inventories and 
seeking endorsements for Pacific regional collaboration and strategies to 
strengthen heritage activities at the community level and at the policy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levels in the Pacific. Highlighting the challenges outlined 
in the UNESCO Pacific World Heritage Action Plan, Ms Ratunabuabua created 
a vantage point for discussing the issues involved with implementing the 2003 
Convention, and she stated the recommendations identified at a regional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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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Kingdom of Tonga in 2011, namely that the Pacific sub-region should 
promote the 2003 convention by encouraging Pacific Member States to ratify 
it, increase information sharing and networking through ICHCAP activities , 
strengthen ICH safeguarding in the Pacific, continue discussions on strategies 
for ICH safeguarding in the Pacific, and disseminate a report on the second 
Networking Meeting to participating UNESCO Member States

The land and sea activities Ms Ratunabuabua identified as having the potential 
to promote ICH through language revival include the promotion, development, 
and documentation of a curriculum that emphasises the skills of food securing 
and house building, the collecting of oral history and mapping of cultural sites 
related to indigenous navigation and boat building, and a partnership with the 
Pacific Islands Museum’s Association 

In conclusion, Ms Ratunabuabua suggested that the identification of Living 
Human Treasures and revival skills will promote recognition at the local and 
national levels as well as further enhance regional collabo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Discussant: Siosiua Vaea LOTAKI
Ministry of Education in Kingdom of Tonga, Senior Education Officer Culture Division

Mr Lotaki began by expressing ICH safeguarding concerns and dissatisfactions 
in Tonga. Currently, Tonga is trying to keep pace and follow the 2003 Convention 
but two challenges—limited resources and lack of financial assistance—hinder the 
country’s progress. 

Mr Lotaki mentioned the recent ICH meetings of March as a catalyst for his 
country. Since these meetings have begun, his country has made a leap forward 
in safeguarding ICH. If not for these meetings, he thinks, his country wouldn’t be 
moving forward as swiftly as it is now. 

Currently, Tonga has no cultural policy; however, it has established an ICH 
committee and is developing an evaluation form of 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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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4
South-East Asia Safeguarding of ICH in South Asia: Overview and 
Perspectives

Regional Collaboration for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South-East Asia: Overview, Tasks and Strategies
Tim CURTIS
Chief of Culture Unit, UNESCO Office in Bangkok 

Mr Curtis began by stating that he will give an overview of the various laws related 
to ICH in the countries of the South-East Asian region. Six of the eleven countries 
in the South-East Asian region have ratified the convention; another five countries 
have unsure statuses towards ratification. Mr Curtis also noted there are fifteen 
elements from five countries in this region inscribed in UNESCO lists. Briefly, Mr 
Curtis covers all of the inventories of ICH from the countries in this region.

Some of the laws the countries in this region have enacted match the articles 
of the 2003 Convention. For example, Thailand has an inventory about eighty 
elements, most of them traditional, except for sports. Mr Curtis spends some time 
covering the safeguarding initiatives from the different countries in this region. 
He hopes a platform for capacity-building programmes on ICH can be established 
between countries, even if they haven’t ratified the 2003 Convention. Some of 
these countries are awarded funding from NGOs; even if those countries haven’t 
signed the 2003 Convention. Therefore, Mr Curtis noted, some countries, even if 
they haven’t signed the Convention, are still affected by the standards set by the 
Convention. 

Some of the challenges in the South-East Asian region include: 

•  fully recognising the extent of an individual country’s diversity 
•  getting national education systems to teach ICH
•   addressing how economic growth and technology affects the rituals of 

people’s lives 
•   getting different government sectors to work together
•   developing a more widely accepted definition of 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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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ting different countries to acknowledge shared cultural elements 

One way, Mr Curtis explains, these challenges can be overcome is by 
UNESCO’s assistance through field offices. Also, projects can be carried out 
and the results can be documented, such as the project in Thailand that exposed 
children to traditional games during classroom time. Mr Curtis noted, the 
children reacted positively to this project. 

In closing, Mr Curtis stresses the importance of the programme for national 
capacity building in order to fully implement the 2003 Convention. One of 
the successful programme activities is the setting up of regional and national 
workshops. Mr Curtis hopes programme activities like this will help address 
various communication problems, enabling better safeguarding techniques. 

Discussant: Jesus T. PERALTA
Consultant, National Commission for Culture and the Arts

Mr Peralta began by telling how long it took to implement the law related 
safeguarding under the Convention. Then he went on to wonder how one can 
safeguard ICH that is constantly evolving, especially since one cannot channel 
the direction and manner in which the change will take place. The most common 
agent of change is the practicing society itself. Therefore, detailed knowledge of 
the organisational structure and operations of a society must be acquired so that 
a specially designed strategy for safeguarding can be employed. However, first the 
following general actions should be taken

•   publishing social practices
•   building Schools for Living Tradition (HSLT) 
•   recognising and honouring practices 
•   engaging key community members 
•   researching culture by experts 
•   continuing social practices of ICH

Mr Peralta went on to discuss the particular techniques that have been t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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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out the Philippines to safeguard intangible heritage. Mr Peralta further 
illustrated the difficulties he has encountered safeguarding the specific groups 
within the Philippines.

In conclusion, Mr Peralta advocated the exchange of safeguarding measures so 
that specific actions may be taken to protect ICH.

Discussant: Thi Minh Ly LE
Deputy Director-General of Department of Cultural Heritage in Vietnam,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o begin, Ms Le said that she would like to elaborate in further detail on Mr 
Curtis’s presentation about the ways in which the 2003 Convention has been 
implemented in the South-East Asian region. In the past twenty years, this region 
has experienced many challenges in the field of safeguarding ICH. Thanks to the 
transmitting of ICH, Ms Le believes, her country is able to keep its spiritual values 
alive. 

Due to the effects of globalisation, safeguarding ICH has become of vital 
importance. In Viet Nam several measures have been enacted to ensure the 
safeguarding of ICH. These include passing a law on cultural heritage in 2001, 
revising and amending said law in 2009 to meet the 2003 Convention guidelines, 
and passing improved safeguarding measures

Despite passing these measures, Ms Le said that the lack of information and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still hinder the effective safeguarding of ICH. This 
could be improved, Ms Le stated, by sharing information through establishing a 
strong ICH database at ICHCAP and database satellite centres in other countries. 
Ms Le closed by expressing her wish that ICHCAP will task each Member State 
with specific information-related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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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5
North-East Asia Safeguarding of ICH in North-East Asia: Overview 
and Perspectives

Regional Collaboration for Safeguarding ICH in the Asia-Pacific Context: 
Overview, Tasks, and Strategies in North-East Asia
Abhimanyu SINGH
Director UNESCO Office in Beijing

Mr Singh began by giving an overview of the status of ICH in North-East 
Asia. Considering North-East Asia is composed of five countries, under the 
responsibility of the UNESCO Beijing Office, a wealth of intangible heritage 
manifests itself, from oral traditions, performing arts, customs and rituals 
to festivals, clothing, crafts, and food. An equal number of preservation and 
safeguarding techniques have developed to promote ICH. Mr Singh names a few 
examples of the UNESCO affiliates who have been successfully safeguarding ICH 
and raising awareness at the national level.

Mr Singh then noted that North-East Asia has been instrumental in the 
elaboration of the 2003 Convention and in the early stages of its implementation. 
Mr Singh gives examples of how, since the 2003 Convention, North-East Asia has 
emerged at the forefront of international efforts to protect and promote ICH. 

According to Mr Singh, the ICH convention provides a common platform for 
the safeguarding of ICH in North-East Asia, which is currently imperative due 
to globalisation threatening these countries. Mr Singh gives several examples to 
show how support for the Convention has been achieved over the past forty years 
through a wide range of national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in all 
five countries. Mr Singh stated that due to the particularly quick implementation 
of the 2003 Convention, awareness needs to be further raised about the different 
mechanisms established by the Convention and the concrete implications of 
the ratification in terms of safeguarding. Since UNESCO considers capacity-
building key to implementing the 2003 Convention effectively, the Republic of 
Korea, China, and Japan, jointly agreed in 2008 to establish in each country an 
ICH centre for the Asia-Pacific region to promote ICH. Mr Singh detail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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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centres in each country. 
Considering an effective heritage strategy is required for safeguarding, 

the identification, inventorying, and documentation of ICH information and 
traditions should be set as one of the key priorities. Furthermore, Mr Singh went 
on to note, this will help to establish a standard information system. To make 
up for a lack of human resources and technical know-how, capacity-building 
should be emphasised. Guarantees should be made to the bearers of a heritage 
that their knowledge and skills will be transmitted to younger generations. Local 
communities should sensitise all stakeholders. Since the 2003 Convention has 
established two mechanisms to ensure greater visibility of intangible heritage, a 
wider context of shared heritage should be encouraged and supported.

Mr Singh concluded by commending the recent establishment of three 
Category 2 Centres responsible for the entire Asia-Pacific region.

Discussant: Weonmo PARK
Chief, Information & Research Section, ICHCAP

Mr Park began by announcing that Mr Singh thoroughly covered the ideas Mr 
Park had originally prepared; so instead of duplicating information, Mr Park 
presented the goals and policies of ICHCAP. 

The three UNESCO Category 2 Centres that support ICH safeguarding 
activities have been simultaneously going through the establishment process in the 
Republic of Korea, China, and Japan. This is the first opportunity to observe the 
establishment of three related centres in one region. As reflected in ICHCAP’s, the 
main function of the centre in the Republic of Korea is in information gathering 
and networking. 

The official announcement from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establish the Centre was at the 33rd UNESCO General Conference. Ever since this 
time, ICHCAP has been fulfilling its functions and objections. 

The following are four major objectives of ICHCAP:

•   promote the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CH
•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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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guarding ICH
•   enhance the capacity for safeguarding ICH in the Asia-Pacific region
•   foster region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CH

The following are four major functions of ICHCAP:
•   establish an information system to ensure the effective management of ICH 

data
•   make use of the accumulated information and data on ICH for the purpose 

of dissemination
•   build networks among concerned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to 

reinforce the transmission and dissemination of ICH
•   strengthen international and regional networks to exchange information and 

knowledge concerning the safeguarding of ICH

Discussant:Tomoaki FUJII
Director-General of IRCI

Mr Fujii ruminated over the series of disasters that unfolded in Japan in 
2011, noting that ICH often sustains extensive damage from radical changes 
in the natural environment. However, he continued, other serious risks can 
extinguish ICH. One of the major causes of said risk may be the tendency toward 
modernisation. Currently, aged people who have stayed in local communities 
have no successors to take over traditional cultures, since the youth population is 
migrating to cities. This trend increases the risk of ICH extinction.

Many traditional cultures succeeded to local communities are forced to 
transform, as a response to political and economic changes, therefore it is crucial 
to collect historical records of ICH handed down by the elderly. Mr Fujii fears 
this may sound repetitive, but he believe survey research is critical, in addition to 
data collecting, especially since aspects of ICH are hand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Mr Fujii also stated the necessity of enhanced financial and 
institutional support as well as active promotion and publication through cultural 
policies and the education system.

Mr Fujii concluded by summing up his insights on the protection, rest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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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ehabilitation of ICH.

Discussant: Zhi YANG
Director of CRIHAP

According to Mr Zhi, there is vast potential for regional cooperation in this field in 
the Asia-Pacific and North-East Asian regions due to frequent cultural exchanges 
and geographical closeness. Mr Zhi stated that some countries don’t fully 
recognise the value and significance of ICH safeguarding and/or lack experience 
in safeguarding and researching ICH.  

China, according to Mr Zhi, has all along placed importance on safeguarding 
ICH. Since 2000, China has been particularly proactive in responding to 
UNESCO’s initiative. During these years of ICH safeguarding, China has 
accumulated quite rich experience in this field. In fact, in May 2010, the Chinese 
government signed with UNESCO the Agreement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Training Center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
Pacific Region (CRIHAP). CRIHAP, Mr Zhi went on to say, is an important 
international platform for the region to develop regional cooperation aiming to 
safeguarding ICH in the Asia-Pacific region. 

It is the duty and mission of CRIHAP to promote reg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CH safeguarding in the Asia-Pacific region, to carry out bilateral or 
multilateral cooperation and exchange, and to assist Asia-Pacific countries in 
building their capacity for ICH safeguarding. 

To develop more effective the reg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CH 
safeguarding in the Asia-Pacific region, Mr Zhi recommended establishing a 
productive mechanism for cooperation and exchange, establishing an effective 
meeting mechanism, forming regular regional safeguarding programs to 
guide regional cooperation, and setting up a special regional fund for reg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safeguarding 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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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ing

Mr Galla began by questioning how one could give a full report of a day like this. 
Instead, Mr Galla chose to focus on a few key issues that were mentioned during 
the day. 

First, Mr Galla mentioned the challenges of the framework that has been 
handed down to countries from the 2003 Convention. Since each country is at a 
different point in the process, Mr Galla stressed that people should more openly 
share how to deal with the professional side of ICH. For example, especially after 
the global crisis, governments don’t have the same budgets as they used to. 

Mr Galla spoke also of the importance of letting communities have their voice. 
In fact, he expressed some disappoint in the lack of discussion throughout the 
conference about indigenous people and cultures. 

Brief ly, Mr Galla summarised what he thought were some key points 
mentioned throughout the conference:

•   the digitising and sharing of information 
•   the establishing of the three Category 2 Centres 
•   the initiating of community-based safeguarding
•   the improving of collaborative efforts

Considering a large portion of the world’s population is located in South 
Asia, Mr Galla stated, this region hasn’t yet achieved as much as it can. In fact, he 
spoke of his surprise that no one mentioned how few inscriptions there are on the 
Representative list. If a country has an inscription on the list, it isn’t a shame job 
but an act of respect for one’s country. An inscription shows one cares about his or 
her country. 

Mr Galla also spoke of the documentation, which he said was often mentioned 
throughout the day. Although, documentation is important, it isn’t, Mr Galla 
pointed out, an end in itself but a part of the nomination process. What is more 
important, Mr Galla said, is learning how to get better involved with communities, 
because if communities are not involved, ICH isn’t being safeguarded. 

Mr Galla concluded by encouraging people to make an effort to engage with 
ICH safeguarding on a more community-based level. Then, Mr Galla clos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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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ing Gandhi, ‘when an old person dies, lively words come.’
Mr Ikramov spoke up to second Mr Galla’s comments. Mr Ikramov said 

that more effort should be made to better identify the elements of indigenous 
culture. Mr Ikramov also said that ICH should be bulked with tangible cultural 
heritage. Mr Ikramov said that unfortunately there aren’t many examples of the 
harmonisation of ICH and tangible heritage. 

Ms Hahm closed the ceremony by thanking everyone for particip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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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목적으

로 2006년 ‘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기획단’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발족하여 ‘아태무형유

산센터’를 거쳐, 마침내 2011년 7월 유네스코 카테고리 2 기구인 ‘유네스코 아·태무형유

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약칭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로서 정식 창립되었습니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1989년 ‘전통문화 및 민속 보호에 관한 권고,’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그리고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

약’의 정신에 기초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48개 국가를 대상으로 ‘정보’와 ‘네트워킹’

이라는 중점 기능을 통해 아태지역의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

니다.

 

본 창립기념 국제회의 보고서는 2011년 11월 28일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창

립을 기념하여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 - 과제와 전략’이라는 주제로 개

최되었던 국제회의의 발표와 토론 내용을 엮은 것입니다. 본 국제회의에서는 아시아 태

평양의 소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형유산 보호의 지역 협력에 관한 논의들을 

소개함으로써 각 소지역별 특성과 현안을 파악하고, 지역 간 협력 강화를 통해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지역

별 논의를 이끈 발표자와 토론자의 글을 다섯 개의 장으로 나누어 수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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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를 빌려 그간 센터의 창립을 위해 지원해 준 유네스코와 문화재청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회의를 위해 원고를 집필하고 수고해주신 여러 전

문가와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표합니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이  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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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아태지역의	다양한	무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은 인류의 유구한 역사가 스며있는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양식으로  

인류의 창조적 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민족 정체성의 근본으로 여겨지는 소중한 유산

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아태지역은 무형문화유산의 보고(寶庫)라고 일컬어지는데, 이는 이 지역이 예

로부터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고, 무형문화유산을 존중하는 호의적인 사회 분위

기가 조성되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이 지역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

으며 다양한 민족과 종교, 역사·사회적 배경 속에서 저마다 독특한 문화유산을 발전

시켜 왔다.

아태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은 초원에서 대양(大洋)에 이르는 다양한 자연 환경에 순

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세대 간 전승을 통해 생명력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다

수의 이 지역 국가들은 다민족 국가로서 이들 민족이 만들어낸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

며 번성해왔다. 또 불교·힌두교·이슬람교와 토착 민속 종교가 혼재되어 있는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까닭에 아태지역은 세계 문화다

양성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태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목록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의 과제와 전망

임돈희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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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종목 중 

47% 정도가 아태지역이 보유한 종목이다.1 등재 종목의 수가 절대적인 무형문화유산의 

분포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아태지역이 무형문화유산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Ⅱ.	무형문화유산을	위협하는	요소

무형문화유산은 인류의 창조성과 문화다양성의 근원으로 여겨지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우리는 주변에서 소멸의 위기에 처한 많은 무형문화유산을 찾아볼 수 있다. 

지금까지 문화유산 분야에서 무형문화유산은 오랜 기간 동안 유형문화유산에 비

해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아왔다. 이는 전쟁과 경제 개발로 인해 유서 깊은 건축물이 

눈앞에서 파괴되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유형문화유산 보호가 절실하다는 것을 인식한 

결과였다. 그래서 유형문화유산의 보호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던 

반면에 무형문화유산은 상대적으로 뒤처지게 되었다. 

유·무형문화유산은 단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유형과 무형 

사이에 서열이 조성되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인식은 그동안 무형문화유산 보

호를 위한 국제적 논의와 협력이 미온적일 수밖에 없었던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유형문화유산에 치우쳐 있는 동안, 인류의 또 하나의 문

화유산인 무형문화유산은 소리 없이 사라져가고 있었던 것이다.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오늘날의 사회 환경은 무형문화유산의 보

호나 전승에 결코 호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전세계적인 산업화와 근대화의 높은 파도는 아태지역에도 예외없이 밀려들었

으며 이러한 현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조치가 시

급하다. 오늘날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전통문화는 스스로의 전승력을 잃어가고 있

다. 특히 마땅한 보호 대책이 없는 무방비 상태에 무형문화유산이 노출되어 있는 것은 

매우 우려할만한 일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화도 무형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보통 세계화는 서구화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자국의 전통문

1_ 2010년 11월 등재 종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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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이 미약한 상태에서 외국 문화가 유입될 경우 자칫 문화 획일

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미 우리는 세계화의 영향으로 서구에서 창조된 문화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어 소비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지구촌 어디를 가나 똑같은 음

악과 춤을 즐기고, 같은 음식을 먹게 된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세계

화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국가는 거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구화의 막강한 영향력

에 맞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전통문화를 보호하고 다양한 인류 문화를 지켜내는 일이

야말로 인류의 생존을 위해 절대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또, 최근 젊은 세대가 더 이상 전통문화를 배우려고 하지 않고 무형문화유산 보유

자들이 노령화되고 있는 현상도 무형문화유산 전승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 물

론 인기가 있는 유산들은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실제로 경우에 따라서는 연로한 보유

자 몇 명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거나, 더 이상 배우려는 사람이 없어 전승이 단절되어 

버린 무형문화유산도 있다. 이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형문화유산의 가시성을 

높이고 대중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점은 경제 발전의 논리에 밀려 전통문화가 소멸하는 것

을 어쩔 수 없는 희생으로 보는 관점이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은 경제 발전을 위해 포

기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지속가

능한 발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무형문화유산의 가치와 경제 개발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 수립이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Ⅲ.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이행을	위한	노력

주지하다시피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는 교육·과학·문화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이다. 현재 193개 회원국이 이 분야의 국제적 정책들을 활

발하게 논의하며 결정하고 있다.

그동안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들을 추진해왔다. 특히 2003년 제3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

협약이 채택되면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보호 활동이 가속화되고 

있다. 

협약 채택 이전의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한 핵심적 논의로는 1989년 채택된 ‘전통

문화와 민속의 보호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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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and Folklore)’와 지금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통합, 관

리되고 있는 ‘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을 들 수 있다.

그중에서도 ‘걸작’ 사업은 무형문화유산의 가시성 제고라는 큰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무형문화유산에 있어 가시성 제고가 중요한 이유는 살아있는 유산으로 전승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이 가지는 보

편적 가치에 주목하여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과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무형

문화유산 긴급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이 두 목록은 협약의 정신에 따라 기존에 세계 

유형문화유산에서 강조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2와 진정성(Authenticity)의 개념

을 지양하고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보호 모범사례를 널리 알

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03년 채택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은 국제사회의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라고 할 수 있다. 협약이 채택되기까지 유네스코 회원국들은 1989년 권고만으로는 보

호에 한계가 있다는데 동의하고 수차례 전문가 회의와 타당성 검토를 거쳐 강력한 국제

규약의 채택을 추진했다. 그렇게 탄생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인류 공동의 자산인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하기로 결의하는 국제 합의 문서이다. 

협약이 채택된 이후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보호 활동이 전개되어 왔다. 먼

저 협약은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3과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 목록4

과 별도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모범사례·사업 및 활동 목록5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긴급보호목록에 16종목, 대표목록에 233종목이 등재되어 있고, 모범사례로 3

건이 등록되어 있다.6 이들 목록은 무형문화유산의 인지도를 높이고 중요성에 대한 인

식을 제고하며, 나아가 적절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 운영되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 사무국은 협약의 이행을 증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훈련 워크숍을 운

영하고 있는데, 2011년 1월부터 ‘국가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

외에도 목록작성과 공동체 및 비정부기구 참여를 주제로 하는 회의를 지속적으로 마

2_ Outstanding  Universal Value.

3_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4_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5_ Register of Programmes, projects and activities that best reflect the principles and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6_ 2010년 제5차 정부간위원회까지 결정된 현황임(제6차 정부간위원회 결과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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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고 있다. 이런 회의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으로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기구의 

설립을 들 수 있다. 카테고리 2기구는 유네스코와 협력을 통해 해당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자 회원국 정부가 설립을 제안하고, 유네스코 총회가 설립을 승인하였다. 무형

문화유산 분야에는 남미와 동유럽 지역에 각 1개의 센터와 아태지역에는 한국의 무형

문화유산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를 포함해 중국, 일본, 이란 4개국에 각 1개씩 총 6개가 

설립된다. 아태지역에 설립되는 센터들의 주요 담당 역할은 각각 정보 및 네트워킹, 훈

련, 연구이며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특히, 카테고리 2

기구는 유네스코와 회원국들 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매개체 역할을 통해서 지역의 무형

문화유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과 그간의 보호 활동이 지니는 몇 가지 의미를 정

리해 보면 첫째, 기존의 유형문화 위주의 문화 개념에서 무형문화유산도 동등한 가치

를 지닌 인류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인식을 높였다는 점과 둘째, 그동안 다양한 무형문

화유산을 보유하고도 그 가치에 주목하지 못했던 비서구 지역의 참여를 높여7 문화유

산 분야의 지역적 불균형을 다소 해소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

형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국제적 합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Ⅳ.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는 개인, 집단,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는 데 있어서 지역 사회는 무형문화유

산 보호 활동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협약은 이러한 지역사회의 보호 역량 구축을 지원

해야 한다. 

개인의 노력만으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보유자, 

지역사회, 정부 등 무형문화유산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만 효과

7_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채택된 이후 지금까지 137개 국가가 협약에 가입했다. 지역별로는 서유럽 16개

국, 동유럽 24개국, 아메리카·캐리비안 27개국, 아시아 태평양 24개국, 아프리카 31개국, 아랍 15개국이다. 협

약은 무형문화유산 분야 최초의 국제 합의 문서로서 당사국은 영토 내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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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이 결과적으로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

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는 자국의 문화만 내세

우는 국수주의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상호이해를 더욱 증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협약에서는 국제협력을 정보와 경험의 교환, 공동 사업 및 무형문화유

산 보호를 위한 당사국의 노력에 대한 원조 체제의 확립까지 포함8하는 폭넓은 개념으

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국내법의 테두리 안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가 인류 공통의 관심사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지역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도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은 사람과 함께 국경을 넘어 이동하기도 하고, 여러 문화들이 한곳에 

공존하기도 한다. 그래서 문화다양성과 지역 협력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이런 무형문화

유산의 특징은 자칫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그리고 꼭 분쟁의 문제가 아니더

라도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

문에 견고한 지역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공동 협력의 활성

화는 지역 불균형 등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 우리가 봉착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아태지역의 무형문화

유산 관계자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였다. 국가와 소지역 단위로 처한 상황이 다르겠지

만, 인류의 공동 유산인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로의 경험을 배우고, 발전적인 방

향을 제시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8_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5장 국제협력 및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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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는 고대 문명의 교차로 역할을 했던 지역이다. 실크로드 북단이 관통하

는 이 지역은 공통의 역사적 경험은 물론, 선사시대부터 이슬람 시대를 거쳐 후세에까

지 이어져온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적 층위를 간직한 유적지와 문화재가 밀집해 있는 

곳이다. 수세기 동안 이어온 무형문화유산은 후손들에게 그들 고유의 전통문화를 전

승하는 주요 수단이며, 동시에 독특한 구전 및 음악 전통을 보유한 중앙아시아 국가들

이 문화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접점이 되고 있다.   

1991년 독립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일어난 사회경제적, 문화적 변화의 과정은 재정 지원, 

전문 지식, 유산 관리 등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에 영향을 끼쳤다.

독립과 함께 나타난 변화의 여파로 무형문화유산 보호는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쳐 

왔다. 구소련 시절에는 문화 부문에 대한 재정 및 정책 지원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

로 이루어졌으나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그러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지 않다. 다행히 

최근 들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전통문화의 복원과 효과적인 무형문화유산의 발

굴, 목록 및 보호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의 개발, 국제 및 지역 전문

가들의 전문지식 교류 등 관련 분야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문화 정체성 확립의 욕구와 역사의식의 성

장은 중앙아시아인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전승지역 관리, 

중앙아시아 무형문화유산 보호 - 
개관 및 전망

세르게이 라자레브

유네스코알마티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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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전통예술 및 공예품 개발은 관광산업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이

며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문화적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유네스코는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활성화

하기 위해 여러 시범 프로젝트들을 진행해 왔다. 2003년에서 2007년 사이에 일본신탁

기금(FIT)과의 협정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의 보이순 지역의 문화 공간, 타지키스탄과 우

즈베키스탄의 샤쉬마콤 음악(중앙아시아의 고전음악 전통), 키르기스스탄의 키르기스 

서사예인(소리꾼) 아킨의 기예 등 다양한 무형문화유산 보호 프로젝트가 시행되었다. 

이들 프로젝트 덕분에 구전, 음악, 전통공예의 보호 및 목록화 작업 추진에 한층 탄력

이 붙었고, 다양한 공공 및 민간 부문 파트너들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졌다. 

유네스코 주최로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증진을 위한 제1차 중앙아시아 지

역회의가 2006년 우즈베키스탄의 보이순 지역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전문가들과 

기타 이해당사자들이 무형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견해와 경험을 공유하고, 무형문화유

산 목록화 방법의 모범사례를 분석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이 회의는 그 당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조속히 비준하고 

각 국가의 국내법 체계에 국제 규범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보이순 회의의 권고사항에 따라 2009년 2월 키르기스스탄 비쉬케크에서 독립국가

연합(CIS) 지역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을 위한 훈련 워크숍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이 워크숍의 목표는 목록작성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및  구성 

방식의 개발이었다. 이를 계기로 무형문화유산의 현황 및 제도적 기반을 비롯한 보호

정책을 점검하고, 무형문화유산 보호 모범사례를 발굴·공유할 수 있었다. 워크숍 개최 

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이 분야에서의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수립하는데 한 걸음 다가서게 되었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중앙아시아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력 및 네

트워킹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0년 3월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와 2011년 7월 

타지키스탄의 두샨베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소지역 네트워크 회의가 개최되

었고, 2010년 11월 서울에서는 중앙아시아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 전문가 회의가 열렸

다. 중앙아시아의 풍부하고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네스코와 지

역사무소, 국가위원회,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기타 유네스코 기관 및 카테고리 2

기구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중앙아시아 지역의 유산은 ‘보이

순 지역의 문화 공간(우즈베키스탄, 2011)’, ‘샤쉬마콤 음악(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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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키르기스 서사예인 아킨의 기예(키르기스스탄, 2003)’, ‘나브루즈 축제(키르기스

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인도, 이란, 파키스탄, 터키, 2009)’, ‘카타 아슐라(우

즈베키스탄, 2009)’의 총 다섯 종목이다. 그러나 긴급보호목록과 모범사례에 등재된 종

목은 아직 없다.

2010년과 2011년에 알마티와 타슈켄트에 위치한 유네스코사무소는 중앙아시아 무

형문화유산 목록작성 및 공예 개발을 위한 활동을 실행하였다. 키르기스스탄의 타라

스(Talas)와 오쉬(Osh)에서도 두 차례의 목록작성에 관한 워크숍이 개최 되었다. 이 워

크숍의 주된 목적은 목록작성과 무형문화유산 관리에 있어 국가 역량을 강화하는 것

이었다. 몇몇 무형문화유산 종목이 키르기스스탄의 국립 성지(聖地) ‘마나스 오르도 

(Manas Ordo)’에서 목록화 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의 누쿠스(Nukus)시에서는 현존하는 카라칼파크스탄(Karakalpakstan)

의 살아있는 무형문화유산 목록화에 관한 시범 훈련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 워크숍

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국제표준에 맞추어 우즈베키스탄과 카라칼파크스탄 전문가를 

훈련하고, 중요 무형문화유산의 장기적인 보존을 위해 공동체, 정부단체 및 국제기구 

간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열린 것이었다. 워크샵에 이어 카라칼파크스탄 14개 지역

에서 현지조사를 통한 현장 훈련이 1개월 동안 실시되었다. 이는 현재에도 살아있는 음

악유산에 대한 설문조사, 기록, 수집된 자료의 분류와 보관의 훈련을 통해 지역 전문가

의 목록작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다른 성공사례는 유네스코-한국 신탁기금 지원으로 지난 2년 간 이행된 카자흐

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창조 산업 개발과 공예산업의 지속가능성 강화에 관련된 프로

젝트이다. 이 사업은 전통 예술가의 기술을 재현하고 보호함으로써 전통지식과 기술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공예 시장에서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훈련과 홍보 활동은 특히 여성 공예가들에게 중점을 두고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여전히 중앙아시아에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전승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첫째, 이 분야를 전담하는 기관 내지 정통한 전문가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협약 이행의 핵심 개념이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제약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네스코는 회원국들이 협약을 비준하고, 협약 당사국으로서 의무

사항을 준수하며, 협약에 의해 형성된 국제적 협력 기회와 메커니즘을 통해 혜택을 얻

을 수 있도록 회원국의 역량강화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2013년 유네스코알마티사무소와 타슈켄트사무소는 노르웨이 정

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중앙아시아 무형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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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추가 예산 지원 프로젝트는 협약 이행, 공동

체 기반의 목록작성 작업, 무형문화유산의 긴급목록 등재에 대한 일련의 교육 프로그

램으로 구성된다. 이 프로젝트는 국가 차원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지만 일

부 워크숍은 인근 국가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진행하게 될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는 중앙아시아 4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 목록작성 및 보호 조치 마련 등 협약에 명시된 당사국의 의무사항을 

이행할 뿐만 아니라 협약에 의해 구축된 국제협력 체계를 통해 혜택을 받고 무형문화

유산 보호와 협약 이행에 있어 국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중앙아시아의 경우, 문화 분야의 법과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보기에 미흡

한 점이 많다. 현행법이 최근의 경제 및 산업 발전 양상과 그 영향력을 반영하지 못하

는 경우도 많다. 유네스코 협약 등 여러 국제법을 비준하고는 있지만 문화 분야, 특히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의 국가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

여 우즈베키스탄의 사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2001년에 제정

된 문화재 보호 및 활용법을 개정하고, 무형문화유산의 해석에 관한 규범들을 검토하

였으며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성화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였다.     

중앙아시아 무형문화유산의 대부분은 여러 국가와 민족들이 공유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등재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전역에 걸쳐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 표현물과 문화공간에 대한 과학적 연

구 조사를 지역 차원에서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유네스코는 여러 국가가 

함께 공동 등재를 추진할 것을 독려해 왔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우즈베키스탄은 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 선정 심사에 앞서 등재신청서를 검토한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타지키스탄과 함께 양국에 전해 내려오는 샤쉬마콤 음악을 단일 국가 등재가 아

닌 공동 등재하기로 합의했다. 이렇듯 무형문화유산 종목의 소유권, 활용 또는 해석을 

둘러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협약 이행의 기본 틀 속에서 

소지역 차원의 협력과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노르웨이 정부의 지원 하에 실시되는 중앙아시아 무형문화유산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국가 역량 강화 프로젝트에 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공유 유산을 발굴하고 보

호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의 세부사항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국가 간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며 상호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소지역 차원의 역량을 강

화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공유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국

제적 지원을 요청할 때에도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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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과 그 보유자는 전통문화의 생존에 핵심 요소이자 문화, 정체성, 사회

적 가치를 후대에 전승하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2003년 무형문화

유산보호협약의 비준을 통해 앞으로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개발을 위한 중요한 첫걸

음을 내딛게 되었다. 2011년 11월 9일 카자흐스탄 의회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비준

하기로 합의했다. 카자흐스탄이 비준서를 기탁하고 나면 중앙아시아에는 협약 가입국

이 4개로 늘어나게 되며, 이들 국가는 협약 이행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지

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다양한 협력 관

계를 구축해왔으며 이를 통해 중앙아시아의 풍부하고 다양한 무형문화유산 보호 전망

이 매우 밝아졌음을 강조하고 싶다. 이 기회를 빌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창조 

산업 개발과 공예산업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해 300,000달러를 기부한 유네스코-한

국 신탁기금과 여러 가지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한국 정부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이러한 후원은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분야 발전에 크게 기

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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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는 오랜 문명과 종교, 문화가 서로 교차하는 독특한 지역이다. 무형문화

유산은 이 지역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민족의 역사적 정체성의 토대가 되며 이들의 향

후 정신적 발전에 영향을 끼친다.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온 유산이 방대한 문화자료 속에 뒤얽혀 있으며, 이러한 유

산은 민간전승, 설화, 축제와 놀이, 전래동화, 사회적 행동 규정 및 규범을 비롯해 음악, 

노래와 춤, 국가적 관습과 장식 및 응용 미술과 공예를 통해 고스란히 그 모습을 드러

내고 있다. 

올해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지역 내 모든 국가가 

이를 기념하고 있다. 국가가 성장함에 따라 각 나라의 풍부한 정신문화유산을 보존하

고 보호하여 문화적 정체성을 되살리고자 하는 욕구도 높아지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주로 유네스코와 관련 기관들, 그리고 그 외 이슬람교육과학

문화기구(ISESCO)와 국제투르크문화기구(TURKSOY)와 같은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해 점차 세계 문화발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지역 국가들의 무형문화유산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타 문

화에 대한 상호 학습 및 공존의 노력 없이 각국의 정신적 발전은 불가능하다. 각국은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적 차원의 조치와 방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차원의 공동협력이 절실히 

토론문 

아셀 우테제노바

유네스코카자흐스탄위원회 및 이슬람교육과학문화기구(ISESCO) 사무총장

창립기념 자료집.indb   198 2013-03-28   오후 1:52:02



198 • 199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카자흐스탄이 이 분야에서 매우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여전히 비준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카자흐스탄 국내에도 널리 분포하고 있는 ‘나브루즈 축제’와 “서사예인 아킨

의 기예”와 같은 무형문화유산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공동 등재할 때에도 

카자흐스탄은 포함되지 못했다. 

하지만 다행히 내년에는 이러한 간극이 메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카자흐스탄의 역

사 및 문화유산 분야의 여러 관련 기관에서 수년 간 이루어진 연구를 통해 방대한 무

형문화유산 관련 자료가 축적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일차적 목표는 카자흐스탄의 무

형문화유산 목록을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며, 이를 토

대로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의 최초 등재를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라는 맥락에서 볼 때 전문가 차원의 지

역적 협력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최우선 과제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

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단독 혹은 공동 등재를 위한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절차

상 문제 없이 등재 신청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가능

하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존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지리적으로 광범

위한 공간을 포함하는 정책 실행을 요하는 만큼 추가적인 국가적 지원과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카자흐스탄은 2004년부터 한 가지 중요한 사업을 성공리에 실시하고 있는데 바로 

국가전략 프로그램인 ‘마데니무라(Madeni Mura)’가 그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무형문화

유산을 포함하는 카자흐스탄의 역사 및 문화유산 연구를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을 목

표로 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카자흐스탄의 문화적 정체성을 복원하기 위한 

방대한 양의 연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지역 문화유산의 연구 및 활성화를 위해 2012년 9

월 국제투르크문화기구에 속한 회원국들(투르크어를 사용하는 14개 국가 및 지역 포

함)의 제3차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여기에는 유네스코 센터

의 참관인 및 대표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은 노르웨이 정부가 지원하는 중요하고도 시의적절한 유네스코 사업계

획을 환영한다. 2012년과 2013년에 실시될 예정인 이 계획은 무형문화유산 보호 분야

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잠재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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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이 분야에서 지역적 

협력관계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러한 국가적·국제적 사업은 모든 국가의 정

체성을 보존하고 더 나아가 전 세계의 문화적 다양성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문화적 가치가 여러 국가 간의 의사소통과 상호 이해, 관계 회복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문화적 가치는 세대 간의 공고한 유대감과 정신성을 지탱

하는 근간이자 그들을 역사적 발전 과정 속에 하나로 묶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제 36차 유네스코 총회는 카자흐스탄이 제출한 2012-2022 세계 문화 화해를 위한 

10개년 계획 선포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네스코의 지원 하에 이 10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세계적 다양성과 문화적 풍요 증진을 위한 수많은 행사가 개최될 것으로 기

대된다.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모든 유산과 모든 예술품 및 기념물은 전체 역사

를 구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역사적·문화적 중요성에 비추어 볼때 이들 문화

유산은 유일무이한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들을 잃는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

는 일이 된다.

각국의 임무는 미래 세대를 위해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전통과 그것을 보존하기 위

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 인류의 공동 유산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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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중앙아시아는 지리적, 문화적 요충지로서 다양한 문화와 종교 전파의 통

로 역할을 해왔다. 실크로드의 주요 경로들이 중앙아시아의 영토를 관통하며 관용의 

정신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고, 문화 간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그 결과, 중앙아시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적, 기념비적 건축물들과 더불어 풍

부한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중앙아시아 민족들은 음악, 민속, 관습과 의식, 

축제, 응용 미술과 공예분야에 풍부한 전통문화를 간직하고 있으며, 지난 수세기에 걸

쳐 후대에 전승되면서 독특한 종교문화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세계 다

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에서도 세계화의 확산과 심각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무형문화유산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무형문화유산은 즉각적인 

보호 조치가 없으면 소실되거나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  

2003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채택되었고, 이를 계기로 회원

국들은 다양한 형태로 현존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에 대한 국제적 협력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까지 유네스코 협약을 비준한 중앙아시아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과 타지키스탄 3개국이며,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아직 협약의 비준 가능성을 

타진하는 중이다.  

중앙아시아 무형문화유산 중 몇몇 문화관습과 표현물은 이미 인류무형문화유산 

샤힌 무스타파예프

유네스코국제중앙아시아학연구소 소장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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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목록에 등재되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중앙아시아	지역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   키르기스 서사예인 아킨의 기예(키르기스스탄, 2008) : 키르기스스탄 유목민들

의 주요한 문화적 표현 양식은 서사(narration of epics)이다. 키르기스스탄 소리

꾼인 아킨의 기예는 노래, 즉흥시, 음악 등 여러 요소가 한데 어우러진다. 

•   샤쉬마콤 음악(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 2008) : 지난 1,000여년 동안 이어져온 

고전 전통음악인 샤쉬마콤은 오늘날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해당하는 

마와라-알-나르로 알려진 중앙아시아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6개의 마

콤’을 뜻하는 샤쉬마콤 음악은 성악, 악기 연주, 선율과 리듬이 있는 표현양식과 

시가 결합된 형태이다.  

•   보이순 지역의 문화 공간(우즈베키스탄, 2008) : 우즈베키스탄 동남부에 위치한 

보이순 지역은 소아시아와 인도를 잇는 길목에 위치하며,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주거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실크로드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중앙아시아

가 정치적 격동기를 겪으면서, 보이순 지역은 상당히 고립되었다. 이로 인해 샤

머니즘에서 조로아스터교와 불교 그리고 이슬람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교의 

발자취를 찾아볼 수 있는 고대 전통이 잘 보존될 수 있었다.  

•  나브루즈 축제(아제르바이잔, 인도, 이란,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터키, 우즈베

키스탄, 2009) : 나브루즈는  새해와 봄의 시작을 축하하는 축제로,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 매년 3월 21일에 열리는데 이 날짜는 

본래 천문학을 바탕으로 계산하여 정하였다. 나브루즈는 다양한 지역 전통문화

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축제에서 행해지는 의식은 지역마다 다양해서, 이란

에서는 불과 냇물 뛰어넘기가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줄타기, 문 앞에 등불켜기, 경

마와 전통 씨름과 같은 전통 놀이가 펼쳐진다. 

•   카타 아슐라(우즈베키스탄, 2009) : ‘큰 노래’를 뜻하는 카타 아슐라는 우즈베키

스탄의 전통민요의 일종으로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계곡에 사는 다양한 민족

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문화유산이다. 페르가나 계곡은 타지크인, 위구르인, 투

르크인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며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일부

가 이 지역에 해당한다. 카타 아슐라는 공연예술로써, 노래와 악기 연주, 동양의 

시와 성스러운 의식이 결합된 종합예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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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작성	관련	문제점	

•   중앙아시아 모든 국가가 유네스코 협약에 가입한 것은 아님

•   전문가 수준의 역량 부족 

•   기술 및 통신 장비의 부족 

•   제도적 토대의 미비

•   지역 공동체의 참여 부족 

•   재원 부족 

국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

•   역량 개발 

•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기술 및 통신 시스템 

•   현존하는 무형문화유산 전승지역에 대한 조사 연구 

•   무형문화유산 목록 출간 

중앙아시아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활동

•   제1차 소지역 네트워크 회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2010년 3월).

 실천계획(action plan) 채택 

•   중앙아시아 지역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을 위한 전문가 회의 (한국 서울, 10~11월). 

실행촉구안(Call for Action) 채택 

•   제2차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중앙아시아 소지역 네트워크 회의 (타지키스탄 

두산베, 6월 28~29일). 2011~2013년 실행계획(work plan) 채택 

무형문화유산	연구	및	기록화를	위한	국제중앙아시아학연구소(IICAS)	활동	

국제중앙아시학연구소(IICAS)는 중앙아시아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과학적 연구

와 기록화에 역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으며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응용 미술 지도(Altas of Applied Arts) 1999년 국제중앙아시아학연구소는 중앙아시

아인들이 사용하는 응용예술품들을 목록화하는 대규모 지역 프로젝트에 착수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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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수공예품의 종류와 주요 중심지를 지도 형태로 분류하는 것이었다. 연구 성과물

로 응용 미술 지도책 4권을 발간했으며 각 권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

탄과 타지키스탄의 공예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 책은 순수예술과 수집 자료에 대

한 분석을 싣고 있으며 과거 연구된 적이 없는 중앙아시아의 민속 예술품목도 새롭게 

조명하였다. 앞서 언급한 프로젝트를 시행한 결과, 응용 미술 지도는 분명 중앙아시아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목록화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자니(Suzani) 2011년 연구소는 O.A. 수크하레바(Sukhareva)가 저술한 『스자니, 중

앙아시아 전통 자수』를 영어로 번역하여 출간했다. 스자니는 타지크족과 우즈베크 족 

등 일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행해지는 독창적인 자수 기법의 일종이다.

9~15세기 아시아의 기예 중앙아시아의 예술 공예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보호 및 

목록작업을 위해 연구소는 중앙아시아에서 이루어지는 고고학 및 예술 연구 활동을 

토대로 해당 분야에 대한 추가 연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에 열린 연구소의 

정기총회에서 “중앙아시아의 응용 미술 (9~15세기)” 프로젝트를 승인하였고 이를 2012

년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젝트의 결과는 5권의 책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제 1권

은 도자기, 2권은 건축, 3권은 유리, 4권은 금속, 5권은 직물 및 골조 조각에 대해 다룬다.  

IICAS 게시판 대규모 프로젝트의 추진과 함께, 연구소는 중앙아시아 무형문화유

산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다양한 관련 주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일례

로, 게시판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의 다양한 측면, 예를 들어 음악, 공예, 종교 및 의식 

관행, 전통 종교와 지식 등 여러 분야에 대한 기사를 계속해서 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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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추진된 프로그램의 연장선으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창립에 즈음하여 그간의 활동에 대한 중간 결산의 의미

를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지역 내 무형문화유산 보호라는 센터의 역할을 강조하는 자리

이기도 하다. 아울러 최근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

동에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또한 강조하고자 한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하여 두 차례 중요한 회의가 열

렸다. 2010년 3월 타슈켄트와 2011년 7월 두샨베에서 소지역 네트워크회의가 개최되었

으며, 역내 전문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및 유네스코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무형문화유산 종목의 목록작성과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정부 및 사회전반의 관심을 증대시킨 

것이다. 

초창기 경험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전승 문제는 다각

적인 국제협력과 유네스코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등 권위 있는 국제기구의 참여

와 지지를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최근에서야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무형문화유

산 보호와 관련된 문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과 주권을 되찾기 전에는 구소련 

정부의 지침에 따라 처리되었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보호 방침이 항상 효과적으로 작

샤흘로 아브두라히모바

유네스코타지키스탄위원회 사무총장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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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것도 아닐뿐더러,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각 국가의 의견이 당국의 방침과 배

치된다는 이유로 묵살되는 경우가 많았다. 다행스럽게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독립 후 

국제적 지원을 받아 더 명확하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활발

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최근 중앙아시아는 지역 협력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타지

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사례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의 모범으로 

손꼽히고 있다. 양국은 샤쉬마콤(Shashmaqom) 음악을 인류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

작(2003)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2008)에 공동 등재하였으며, 샤쉬마콤의 보호

와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는 역내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친 지역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성과는 무형문화

유산의 목록작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중앙아시아의 무형문화유산 

목록을 작성하고 법적, 공식적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 목록을 확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두샨베 회의에서 채택된 실천계획(work plan)에 따라 협약 당사국들은 즉각적으로 

국가 차원의 무형문화유산 목록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립하여 예비목록을 

작성하고 무형문화유산을 항목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계획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무형문화유산 종목을 유네스코 대표목록에 

등재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고대문명의 교차로에 자리한 중앙아시아는 독특한 문화

적, 역사적 유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

된 종목의 수가 매우 적다. 따라서 각국이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상호 지원하여 문제해

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서는 지역적, 국제적 협력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 3월 두샨베에서 나브루즈 축제가 개최된다는 점

을 알린다. 중앙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전 세계 귀빈 및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해주기

를 기대하며, 더불어 중앙아시아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발전과 보호에 기여해온 유네스

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유네스코가 후원하는 공동행사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나브루즈 축제는 3000년의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전통축제로 중앙아시아 국가뿐

만 아니라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인도, 이란, 파키스탄 및 터키에서도 행해지고 

있다. 나브루즈 축제의 대표목록 등재를 추진한 국가 가운데 하나인 타지키스탄은 등

재 신청 작업 당시 유네스코 협약을 채택하지 않은 관계로 등재 신청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 현재 협약을 비준하여 당사국의 지위를 얻은 타지키스탄이 등재 신청국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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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을 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지와 지원을 부탁한다.

앞서 말했듯, 타지키스탄 정부는 국가 및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발전시

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을 국가 

과제이자 의무로 여기고 어떠한 형태로든 협력 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것이다. 이 점에

서 중앙아시아 각국이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목표 달

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따뜻한 환대와 더불어 참여자들이 협력과 이해의 분

위기 속에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최 측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한다. 내년 타지키스탄에서 열리는 나브루즈 축제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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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채택되면서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과 보호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비록 그간 ‘민간전승물 표현’ 분야에서 활약했던 

이들이 계속해서 무형문화의 전통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활동에 참여해오기는 했지만,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핵심 목표로 삼으면서 이러한 

주제들이 다시 전면으로 부상했으며 ‘무형’이란 용어의 개념을 정의할 필요성이 대두되

면서 그에 대한 열띤 토론도 함께 이루어졌다.

필자는 이러한 쟁점들을 이 분야의 종사자로서 뿐만 아니라 인도라는 국가적 관점

에서, 그리고 음악과 구전전통, 의례, 기타 공연문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무형문

화유산에 대한 기록화와 보존, 보급 활동에 적극 참여한 기록 활동가(기록보관담당자)

의 관점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본 발표문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이행 상황에 

대한 개괄적 검토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협약에 기술된 내용보다는 협약이 담고 있는 

정신적 측면을 다루고자 한다. 

논의의 대상인 각국의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이행 현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도

록 하겠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 
개관, 과제 및 전략 - 
인도, 부탄, 스리랑카, 몰디브를 중심으로

수바 초더리

미국인도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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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

히말라야의 소왕국인 부탄은 다양한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국내 입법을 위한 지원 요구는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언어문화연구소(Institute of Language and Culture Studies)는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

아 부탄의 문화유산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작업을 실

행하고 있으며 의례 문화의 목록작성 작업도 수행해오고 있다. 

부탄은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인력과 제도적 역량에 있어 전반적으로 한계가 있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이행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왕립공연예술학교는 본래 공연예

술 훈련기관이다. 

그러나 부탄의 새 헌법과 국민총행복지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 발전을 달성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서 문화와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부탄연구센터

(Centre for Bhutan Studies)는 국민총행복 개념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장려하고 증진하

는 책임을 맡고 있다. 센터가 추진한 출판물과 세미나 관련 프로그램 중 ‘미디어와 문

화’를 주제로 다룬 세미나가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을 논의하는 시발점으로 보인다. 현

재 대표목록에 등재된 부탄의 무형문화유산은 ‘가면춤(Mask Dance of the Drums from 

Drametse)’ 한 종목이다.

스리랑카

인도양에 위치한 섬나라 스리랑카는 다양한 무형문화유산뿐만 아니라 풍부하고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2003년 채택된 무형문화

유산보호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가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국가	목록작업

‘스리랑카 무형문화유산 웹사이트’ 구축 사업은 2008년 9월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

아 시작한 프로젝트로 웹사이트 주소는 http://www.natlib.lk/inhe/이다. 이 사업을 위

해 ‘무형문화유산 국가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여기에는 인류학을 비롯한 무형문화유

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국립도서관이사회(NLDSB)’

창립기념 자료집.indb   212 2013-03-28   오후 1:52:03



212 • 213

는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프로젝트 활동의 첫 단계는 국립 아카이브(National 

Archives)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에서 무형문화유산 종목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최종적으로는 조사 대상을 스리랑카 섬 전체로 확대하고 스리랑카

의 무형문화유산 관련 데이터를 수집, 보존하여 활용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보호	활동	

2009년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문화센터(ACCU)와 협력하여 무형문화유산 보호

를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연수과정’이 진행되

었다. 이는 스리랑카 문화부와 문화사업국이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가 차원의 프

로그램이었다. 

프로젝트의	목표

프로젝트의 주요목표는 스리랑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섬 전체를 대상으

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스리랑카 내 다양한 유형의 무형문화유산 파악

•   각 지역 별 무형문화유산의 분류 작업 및 보호

•   스리랑카 무형문화유산에서 나타나는 문화 전파의 배경 조사

•   문화적 변화와 이러한 변화가 무형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스리랑카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회 문화적 쟁점 이해

•   후세대를 위한 목록작성 및 운영

이 프로젝트에 따라 스리랑카 9개 지역 중 8개 지역에서 사전 조사가 이루어졌다.

몰디브

몰디브는 인도양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로 현재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비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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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밟고 있다. 소관부처와 유네스코는 국가목록의 목적과 성격, 협약 이행 방식 및 국

가 입법 제정을 위한 기술적 지원 등을 논의하기 위한 예비 논의에 착수했다.

아주 작고 고립된 국가인 몰디브는 문화 관리를 위한 전문단체 설립을 통한 연수 

및 이행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현재 문화유산 목록화와 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2011년 문화유산부처가 조직되었고 주요 소관 

과제는 무형문화유산의 홍보와 보존이다.

인도

인도는 아대륙(亞大陸) 내 최대 규모의 국가로 수적으로나 양적으로 풍부한 무형

문화유산과 고대유산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2003년 협약 체결 이전에도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상당수의 정부 및 비정부 기관이 활동해왔다. 하지만 다수의 기관과 조직

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전통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오히려 협약 이행

을 위한 인도 정부의 지정을 받거나 국가 목록작성 책임을 맡을 주관기관은 없는 상태

이다.

이행	현황

목록작성 

현재 공식적인 국가목록은 없지만 국가·주·지역 차원에서 다수의 목록이 작성되

어 있으며 그 구체적 내용과 완성 정도는 매우 다양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목

록들은 정부·비정부 조직들이 작성해 관리하고 있다.

문화지도(Cultural Atlas)

유네스코뉴델리사무소는 유·무형문화유산을 포함하는 문화지도 웹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기념물, 공간, 공예, 공연예술 및 민간전승과 

박람회나 축제와 같은 행사를 담아낼 수 있는 템플릿을 고안했다. 위키모델과 같은 온

라인 공간을 창출해서 다양한 기관들이 일반 정보뿐만 아니라 오디오, 비디오 그리고 

이미지 파일 등의 데이터를 함께 올릴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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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활동

목록작업에서 보듯 다수의 기관과 조직이 협약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

로도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음악·춤·연극을 전문

으로 하는 인도 국립아카데미(Sangeet Natak Akademi), 인디라간디국립예술센터(Indira 

Gandhi National Centre for the Arts)와 문화부 산하의 정부 기관들은 무형문화유산 종

목의 증진 및 보존뿐만 아니라 전승을 통해 문화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

그램들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전국 또는 지방 단위의 비정부 기관들도 보호 활동을 벌

이고 있다. 

등재신청

인도는 대표목록 등재를 위해 적극적으로 등재신청을 추진해 왔다. 현재 등재된 무

형문화유산으로는 산스크리트연극 쿠티야땀(Kutiyattam), 라마야나 전통공연 람릴라

(Ramlila), 베다 음송 전통(Vedic Chanting), 공동등재 종목인 나브루즈 축제(Navroze), 

인도 히말라야 가르왈 지역의 종교 축제와 제의연극 람만(Ramman), 차우 댄스(Chhau 

dance), 라자스탄지방 칼벨리아조의 민속춤과 노래(Kalbelia), 그리고 께랄라 지역의 의

례극과 춤극인 무디예뚜(Mudiyettu)가 있다. 

2003년	협약	이행에서	나타난	쟁점	및	도전	

해당지역 국가들의 규모, 인프라와 역량 등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서론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무형문화유산의 연행과 이를 보존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협약을 채택하기 이전에도 있었지만 협약이 도입되면서 무

형문화유산 관련 문제들이 전면에 부각되어 정부 조직 내에서 다루어지고 무형문화유

산에 적절한 어휘와 개념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

실로 미루어 볼 때, 각국의 통치문화와 제도적, 교육적 인프라에 차이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한가지 방식을 전체에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안겨

줄 수 있다. 

제기된 문제와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약과 협약의 기본 목적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협약의 기본적인 목표는 협약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보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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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핵심 보호 조치를 살펴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목록작성 : 무형문화유산 항목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   인식 제고 : 무형문화유산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하도록 장려한다. 

•   활성화 :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의 생존력을 강화한다.  

목록작성의	장단점

협약 이행에 관한 보고서와 사례연구를 살펴보면, 목록작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 목록작업이 협약에 가입한 모든 당사국의 의무

사항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유네스코는 목록작성에 대한 템플릿

(template)이나 모듈(module)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목록작성의 목적은 ‘체계적으로’ 무형문화유산 종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준 문

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여 포괄적으로 모든 무형문화유산 종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가치를 인정받도록 하는 데 있다. 협약은 목록작성 작업이 하향

식(top-down)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목록작성 작업은 공동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 인지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했다. 

하지만 기존 목록과 다양한 국가의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여 통합하는 방식으로 

목록작성을 진행하게 되면, 수집된 데이터가 이러한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국가 목록’

에 포함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공동체에 기반한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각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따라서 각 지역이

나 지방, 국가, 마을 및 도시를 아우르는 대규모 전담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민속학

적 현장연구에 참여해 본 사람이라면 각 공동체와 문화단체에서 관련 데이터를 수집

하는 작업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의 범주는 다음 종목들을 포함한다. 

가.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수단인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나.   공연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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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적 관습, 의례 및 축제행사 

라.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마.   전통 공예기술

협약은 각국이 재량에 따라 목록작성 작업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약에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목록작성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의 개념에 문제가 있다. 공동체의 개념은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며 공동체, 단

체 심지어 개인이 될 수도 있다. 적절한 지도자나 대표자를 지정하는 일은 많은 시간과 

세심함이 필요한 작업이다. 또한 항상 가능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공동체의 역학관계를 

이해할 필요도 있다. 목록작성은 문화 소유권과 공동 소유권의 개념을 포함할 수도 있

는데 이 두 개념은 종종 대립되기도 하며 무형문화유산과 마찬가지로 매우 유동적이며 

항상 변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의 목록작성이 관료적  체제와 구조 속에서 이루지고 있다는 

점이다. 무형문화유산은 사람들의 삶속에 살아 숨쉬며 그들과 함께 변화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관료적 문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형문화유산을 고착화하는 결

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비단 목록작성 과정만이 전통을 ‘박제화’할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방송이 되었건 축제나 경연이 되었건 어떠한 형태의 공식적인 

인증 절차도 같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권리와 승인의 문제는 복잡한 쟁점사항이다. 많은 경우 '사전에 정보가 제공된 자

유로운 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보다는 기술된 내용에 얽매여 

이행되는 일이 종종 있다. 축제처럼 동의나 허락을 구할 대표가 없는 무형문화유산 종

목들이 상당히 존재한다.

따라서 목적, 규모와 정도에 따라 목록작성의 절차 자체가 목적이 되고 정작 무형

문화유산 보호라는 핵심 목표에는 시간과 자원이 할당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목록작성,	등재	신청	및	기타	정의	

목록작성이 등재 신청의 선결과제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대표목록에 무형문

화유산을 등재하는 것이 협약의 중심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 협약 이행의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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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록작성이나 보호가 아닌 등재에 집중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

약은 무형문화유산을 현재에도 연행되고 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살아있는 유산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등재를 통해 ‘소멸’되어 가거나 이미 사라진 유산을 되살리고 전통 그

대로 변하지 않게 할 수 있으리라는 잘못된 생각이 만연해 있는 것 같다. 

보호	

앞서 살펴본 핵심 보호 조치와는 별개로, 협약은 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

은 조치를 열거하고 있다. 

가.   사회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기능을 증진하고 이러한 유산의 보호를 기획 프로그

램에 통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을 채택한다.

나.   자국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역

량있는 (주무) 조직을 지정 또는 설립한다.

다.   특히,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에 주목하여 무형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

하기 위한 과학적·기술적·예술적 연구 및 연구방법을 촉진한다.

라.   다음을 목표로 하는 적절한 법적·기술적·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한다.

     (1)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하는 훈련기관 설립이나 강화를 장려하고 이러한 유산

을 공연하고 표현할 수 있는 공간과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유산의 전수 

장려

     (2)   무형문화유산의 일부 특정한 부분에서 접근을 규율하는 관례를 존중하면

서도 이러한 유산에 대한 접근을 보장

     (3)   무형문화유산을 위한 기록기관의 설립 및 이용 편의 제고

연구, 기록화, 기관의 지정 및 발전과 국가 계획의 일환으로 유산정책의 수립 등 협

약의 중요한 측면과 장기적인 정책이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창립기념 자료집.indb   218 2013-03-28   오후 1:52:04



218 • 219

보호	및	개발	

해당 지역에서는 자원과 기존 문화 인프라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무

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에 대한 다음과 같은 공통의 요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적절한 기관 혹은 조직의 설립 및 지정

•   목록작성 사업 수행 역량 훈련 및 강화

•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 제정 및 정책 수립

•   무형문화유산 진흥, 보존, 전승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   무형문화유산 연구조사 및 기록화

•   재정 마련

인도 등 여러 국가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증진,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주요 과제는 지

속가능성 및 전승자들의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늘날 전통적인 후원 방식이 위축

되는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중요하게 부각

되고 있다. 공동체를 위하여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능력 있는 인력을 창출하기 위해

서는 우선적으로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책이 개발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모든 관련 활동이 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제안	및	권고	-	협력	

해당 지역에서는 다양한 기관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

네스코 역량 강화 워크숍’에서 비롯된 유네스코의 새로운 사업은 균일한 교육을 제공

하고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인도의 ‘전통지식 디지털 도서관’은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유사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공예 부흥 트러스트’는 공예 전통 정보를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하여 해당 웹사이트를 방글라데시, 부탄, 몰디브, 라오스, 파키스탄, 네

팔 및 스리랑카까지 확대하였다.

교육과 프로젝트 분야에서는 협력의 범위가 넓다. 몰디브처럼 상대적으로 고립된 

섬 국가는 태평양 지역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확실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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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은 인도 히말라야산맥에 위치한 국가들과 유산을 공유하고 있어 무형문화유

산 보호를 위한 협력망 구축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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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2003년 협약을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표준화 장치로 개발하기 위해 진행 중인 

유네스코 프로그램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

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지금이 바로 전 세계의 국가가 

무형문화유산 보호라는 대의명분을 받아들여 실천에 옮길 적절한 시기이다. 

무형문화유산은 오랜 시간에 걸쳐 단체나 공동체가 공유해 온 사상, 관습, 종교 및 

가치를 담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은 과거로부터 확립된 경험의 결정체이지만, 현재와 끊

임없이 소통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는 여러 세대를 거쳐 전승되면서 형성된 문화적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준다. 본 토론문은 남아시아의 풍부한 무형

문화유산의 다양성에 대해 논의하고, 정체성과 표현방식에서는 차별성을 지닌 공유 문

화자원으로서 무형유산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개관

남아시아에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 무수한 무형문화 표현물이 있는데 각 공동체, 

수다 고팔라크리슈난

인도 사하피디아 대표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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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과 지역마다 그 표현방식에 차이가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표현물은 박람회와 축제, 

예배와 의례뿐만 아니라 게임, 놀이, 예술 및 공예 등 그 형식 또한 지역별로 다양하다. 

신화, 민속, 예배양식, 축제, 박람회 및 예술로서 표현되는 수많은 무형문화유산 표현물

들이 있다. 문화적 특수성을 나타내는 표현물 외에도, 남아시아의 무형문화유산은 범 

아시아적 전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정 민족, 지역성, 장르 및 범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 수준 및 버전으로 서로 연결되면서 여전히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일례

로, 대서사시 라마야나(Ramayana)의 전통은 국가 간의 경계를 초월하여 부탄, 방글라

데시, 캄보디아, 인도, 네팔 및 태국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라

마야나는 그 형태가 지역에 따라 각양각색이며 노래, 춤, 연극공연, 서술, 그림, 영화 및 

TV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각색되고 있다. 이러한 모든 표현 형태는 함께 공존하며 

공통의 아시아 문화 유산에 기여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써, 전통음악 수피(Sufi)는 아

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및 스리랑카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과제	

남아시아의 무형문화유산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고려해 볼 때, 현재까지 활성화 프

로그램은 너무 분산되어 있어 유기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현재 진행 중인 보

호 프로그램 역시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지만 이제라도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광범

위한 접근이 가시화되고 있다. 

향후 다루어야 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무형문화유산 활성화를 위한 활동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명확하게 개념

화한다. 기존의 다자간 지역네트워크를 토론의 장으로 이용하여 공통된 관심사

를 다룬다(예를 들면, SAARC 문화센터 주관으로 5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10월 

방글라데시에서 열린 민속 무용에 대한 심포지엄이 있다).

•   다양한 문화유산의 기록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킹과 의사소통을 

통해 통합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각 문화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다른 단체, 공동체, 지역, 장르 및 분야)의 협

력을 장려하고 최우선 분야를 지정하여 문화유산의 기록화를 강력하게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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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전통”을 지속하고 해당 분야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증진하도록 한다.   

•   무형문화유산 종목의 목록작성을 실행할 수 있도록 몇몇 관련기관을 네트워킹

하고 앞서 언급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국가, 주, 지역 위원회를 구성

하여야 한다.  

•   고유한 지혜, 전통 지식 및 기타 무형문화유산의 표현물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

해 공동체와 협력 작업할 수 있는 잘 훈련된 전문인력을 각 분야에 효율적으로 

배치한다.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에 유산관리과정의 신설이 시급하다.  

•   정부, 정부산하기관, NGO, 민간분야, 연장자, 여성, 청소년 및 관심 있는 일반인

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 및 지역 기관의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국가/지방

의 무형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특히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자로서 

여성의 역할을 진흥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자와 자원봉사 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대규모의 지원을 제

공하며 이들에게 필요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한다.  

•   공개 행사, 박람회 및 축제를 개최하여 무형문화유산에 담긴 창의성을 증진하고 

사회에서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모하며, 주요 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 

제도를 수립한다. 살아 있는 전통으로서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문화교류 프로그램과 공연 및 시연의 기회를 제공한다.

•   젊은 세대가 자신들의 문화유산을 발전시키도록 장려하고 무형문화유산 관련 

과정을 정규교육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상호연계 교과목에 학생들의 

참여를 권장한다. 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의 핵심 분야에 대한 교육, 연행 및 

연구를 지원한다. 

•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 정책과 무엇보다 중요한 입법체계를 구축한다. 

•   문화관련 쟁점에 대해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

는 미디어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   문화유산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한다는 관점에서 건전한 역할을 수행하

는 관광산업을 육성한다.  

남아시아를	위한	전략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유네스코 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형문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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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	개관,	과제	및	전략

산 보호 계획이 지역 및 국가적 차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실현 가능한 

목표를 담은 결연한 실천계획을 마련하도록 관련 국가들을 장려해야한다. 

•   정부, 관련 기관, NGO, 공동체 구성원, 교육기관 대표 및 실연자가 참여하는 지

역자원센터와 관련 국가센터를 신설한다. 

•   멀티트래킹시스템(multi-tracking system)을 통해 국가 목록을 작성한다(조사, 지

도, 연구, 참조). 

•   IT 장치와 음성 및 영상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록화 한다.   

•   문화유산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포상 및 인정제도를 마련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공공 및 민간분야의 기금 및 재원과 연계하여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는 NGO를 

재정상, 운영상 지원한다.  

•   무형문화유산을 육성하고 이에 대한 교육, 공연 및 연구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학교와 대학에 전문 교육 체계로서 문화유산 관리과정과 문화유산 교육과목을 

신설한다. 

•   공개행사, 박람회 및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문화 표현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   남아시아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을 인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법적 제도

를 마련한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ICHCAP)를	위한	전략	

유네스코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는 유네스코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으로 아태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으며 이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촉진

할 필요가 있다. 

•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실천계획과 다양한 관련 활동에 대한 정보 보급 및 

교환 프로그램의 기획을 통해 지역 및 국가 조직의 네트워킹을 구축한다.

•   활용, 훈련, 지원을 통한 목록 작성의 기회를 창출한다. 

•   모범사례의 활용, 교육 및 그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통해 기록화 전략을 수립한다.

•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개념을 보급하고 문화유산 교육 교환 프로그램을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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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   유네스코 대표목록과 긴급보호목록 제출의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한 가이드라

인과 훈련과정을 마련한다.

•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사하피디아(Saphapedia)	-	인도	및	아시아	문화유산에	대한	온라

인	백과사전	

사하피디아는 인도, 더 넓게는 남아시아의 문화와 유산을 아우르는  종합 온라인 

공개 백과사전으로 기획되었으며 다중 언어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사하피디아의 세 가

지 목표는 정보전달, 교육 및 실행에 있다. 해당 웹사이트의 콘텐츠는 인도와 남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의 등록된 이용자가 서로 토론하고 편집하여 작성하게 될 것이다. 문자

로 이루어진 기사와 함께, 사하피디아는 사진, 음성 및 영상 기록, 지도, 연대표 및 계

보도(Lineage tree) 등 풍부한 미디어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사하피디아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잠재적	협력	분야	
  

•   온라인에서 이용가능한 문화유산 유형과 아카이브를 위한 디지털 프로그램

•   남아시아 전역의 구전역사 기록을 위한 구술면담 프로젝트

•   남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양식, 관습, 행사들을 지도에 표시하는 문화지도 제작 

프로젝트

•   교사,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고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 

•   무형문화유산 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책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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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대륙은 세계의 위대한 종교가 탄생한 곳이며 문명이 화려하게 꽃 피운 곳이

다. 이 모든 종교적 가르침의 근저에는 진(眞)과 미(美)를 향한 추구, 상호 관용을 통한 

이 땅의 평화 구축, 그리고 인류 행복의 기초 원리인 사랑이 자리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발전한 각 지역의 민속전통은 이들 종교의 도덕적·사회적 가르침을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었으며 고유의 신앙과 실천 양식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 사회는 본질적으로 평화롭다고 할 수 있다. 사랑과 평화의 문

화가 아시아 민중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으며, 유·무형의 전통 유산으로부터 지속적인 

에너지를 얻는다. 

아시아 국가들은 예술·공예·문화·음악·민속전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유산

을 공유하고 있다. 남아시아지역에서 민속음악의 영향은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밝

혀진 바 있다. 이들에 의하면 아대륙(亞大陸)의 음악은 지역성, 인종의 다양성, 끊임없

는 외국의 영향으로 다양화되었고 광범위한 지역에 널리 퍼져 있다. 이 지역의 풍부한 

구전 민속유산은 기도문, 노래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연속체로 연행되며 특별한 행사뿐

만 아니라 일상 활동도 음악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음악이 지닌 긍정적 기운

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파키스탄은 고도의 현대화나 산업화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저개발국이다. 이러한 

저개발 상태가 오히려 파키스탄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 되었다. 최대 이점으로 파키스

칼리드 자바이드

국립민속전통유산연구소장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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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의 민속 문화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연행하고 있는 살아 있는 전통이란 점을 꼽을 

수 있다. 파키스탄 주민들은 민속 문화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도처에서 민속 문화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당연시하듯, 이들은 자국의 민속 

문화와 그 풍부한 전통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파키스탄의 전통문화는 오랜 세월을 거쳐 서서히 발전해 왔으며, 장구한 역사를 지

니고 있다. 그 기원은 약 9천 년 전 바루치스탄(Bolochistan)주에서 번성했던 고대 메헤

르가르(Mehergarh) 문명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5천 년 전의 인더스 문명의 발상지인 하

라파(Harappa)와 모헨조다로(Mohenjodaro) 중심의 인더스 문명과 2천 5백년 전 간다라 

미술에서 그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이렇듯 파키스탄의 전통문화는 매우 뿌리 깊고 수

세기에 걸쳐 형성되어 왔다. 

파키스탄 국민의 대다수는 촌락에 거주한다. 이들은 여전히 전통생활 방식을 추구

하며 관습과 의례, 예식, 신앙, 민간노래와 춤이 일상생활의 정서적 토대를 형성한다.

파키스탄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유·무형의 문화유산, 예술적 표현 및 창의성, 민

족/종교 단체 및 언어적 측면에서, 역동적이고 다양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키스탄은 풍부한 문화적 역사와 문화유산의 증진 및 보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

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가입했다.

파키스탄의 경우, 유네스코의 역할은 일종의 촉매제로서 파키스탄 정부가 추진하

는 문화정책의 평가 및 재확립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유네스코는 회원국들이 유·

무형의 문화유산 및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를 위한 문화 전반에 대한 정책 수립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정책기획 및 개발의 전 영역이 문화적 요인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효율

성 증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다.

이 자리를 빌려 파키스탄의 대표적인 문화기관으로 내가 속해 있고 파키스탄 정

부 관할 하에 있는 국립민속전통유산연구소(Lok Virsa)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연구소

는 문화유산연구 및 보호활동 분야의 선도적인 전문기관으로 지난 40여 년간 파키스

탄 고유의 유·무형 문화유산의 수집·기록·보존 활동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연구소는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녹음한 2만여 시간의 원본 자료를 보유

하고 있다. 자료는 촌락별, 도시별, 지역별 고유 문화유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과학적 방식으로 기록한 음성 아카이브 형태로 보관되어 있다. 이는 후대를 위한 국가

유산의 보고(寶庫)로서 파키스탄 무형문화유산 관련 단일 아카이브로 세계 최대 규모

이다. 

아시아, 특히 남아시아와 서아시아 지역의 문화기관들은 유네스코와 유네스코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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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센터의 기본 방침에 따라 무형문화유산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합동 전략 구

상을 응집력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   무형문화 분야 전문가들과 전통 민속 예술가, 음악가 및 공예가들의 비정기적 

왕래를 위해 회원국의 문화기관 간에 상호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   정보 및 전문지식, 전시의 정기적 교류를 위해 회원국의 유관기관 간에 공동 협

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국립민속전통유산연구소(Lok Virsa)는 이를 위해 가

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제공하고 촉진할 것이다. 

•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립박물관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있어 박물관의 역할’이

라는 주제로 연수과정 및 워크숍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파키스탄을 

비롯해 아태지역의 관련 박물관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그들의 경험과 전문지식

을 공유하는 것이다.

•   전통기술에 관한 의미 있는 아이디어와 연구를 교류하기 위해 장인, 공예가 및 

문화예술가를 비롯한 전통문화 실연자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지역 차원의 행

사가 마련되어야 한다. 

•   파키스탄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이 추진하는 무형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프로젝

트들은 대부분 자금 부족으로 실행에 옮기기 힘들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실

행하기 위해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지역차원에서 선별적으로 일부 프로

젝트에 재정 지원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오늘날 무형문화유산이 지닌 중요성에 대한 최신 정보와 지식, 기

술 및 여타 국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통문화의 기록화와 보존을 위한 체계를 마

련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지원해 준 한국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와 일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문화센터(ACCU)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이들 기관의 

정책은 아태지역 다른 국가들이 자국의 문화정책과 지침에 맞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

도록 로드맵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본 발표를 마무리 지으면서 한국의 이 아름다운 도시 서울에서 귀중한 행사를 성

공적으로 주최하고 각국의 참여자들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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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박성용 사무총장 대행과 헌신적인 수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우리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에 진심 어린 지지를 보내며 이 모

든 노력과 정책활동을 통해 아태지역의 무형문화가 증진되고 강화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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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고 건전한 국가정책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인구증가, 세계화 그리고 문화 및 전

통의 동화(同化)현상이 확산됨에 따라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은 어려

운 과제가 되었다. 사회전반에 걸친 발전과 더불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점차 변화한

다. 외래문화가 자국에 서서히 스며들어 기존 전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

는 모든 개발도상국이 필연적으로 직면하는 문제이며 이러한 영향을 줄이고 무형문화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해야만 한다. 

아시아 국가들, 특히 부탄이 오늘날 직면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시아의 빠른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말미암아 다채로운 문화유산을 보유한 공

동체가 현대화와 편의시설에 노출되면서 점차 기존 문화가 잠식당하고 고유한 

사회적 관습도 TV와 기타 미디어를 통해 유입된 현대화와 융합 문화의 등장으로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  

2.   공동체의 젊은 세대가 현대 서구식 교육을 받게 되고 학교와 대학에서는 핵심 

문화가치 및 유산을 좀처럼 다루지 않는 가운데, 젊은 세대 사이에 고유문화가 

지닌 중요성과 위상은 점차 하락하여 우선순위에서도 밀려나고 있다. 그 결과 공

동체 및 공동체의 문화관습 간의 연결고리가 사라지고 있다. 

욘텐 달계

부탄 국립도서기록원 수석연구원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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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질주의를 지향하는 시대적 사회적 태도의 변화로 인해 사람들의 성격과 생각

이 점차 황폐해지고 있다. 사회 각 부분의 구성원들 간에 사고방식 및 행동상의 

유대관계도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다.   

4.   현대식 교육과 이농현상, 그리고 젊은 층의 도시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생산능

력이 없는 노인층은 농촌에 남아 스스로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러

한 현상은 노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상실로 이어졌고 과거 소중히 여겼던 본

질과 관습, 존중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기 시작했다. 

5.   물질주의 발전에 대한 대가로 정부나 개인들은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무형문

화유산의 가치를 부정하고 훼손하게 되었다. 그 결과 중요 무형문화유산들은 그 

발상지에서 영원히 소멸될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

회원국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발전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회원국 간에 좀 더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다음 사항들이 미미하게나마 회원국 간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형성하고 

구축하기 위한 해결책을 도출하는 토론의 기초가 되기를 희망한다.

1.   생태파괴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문화가

치의 훼손에 대한 연구는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오늘날 세계에서 벌

어지는 현상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젊은 세대를 보다 나은 내일의 시민으로 육성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학교 및 고등 교육기관에서 문화가치와 도덕가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다. 모든 학부모들과 정책 담당자, 연

구자 및 교육자들은 이 중대한 사안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문화가

치와 그 지배력에 있어 정신력 쇠퇴’를 다룬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경제 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오늘날 각국이 직면한 난제와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및 증진 방법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현대 사회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가치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도 심사숙고해야만 한다. 이제 협소한 사회적 

시각을 뛰어넘어 무엇이 ‘보편윤리(universal ethics)’인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야 할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좀 더 개선된 상황에서 국민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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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과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3.   회원국은 자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과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이 국가 

및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 지도자들이 확신

을 갖도록 설득해야 한다. 또한 각국 지도자들과 정책 담당자들이 무형문화유산

의 가치를 함께 이해하고 개발정책에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내용을 포함시켜 보

다 광범위한 사회적 파급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우리는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며 이를 진지

한 자세로 실행하기 위해 애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해 설

명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교육 시스템과 미디어 네크워크 등 가능한 모든 수

단을 동원해 이러한 문화가치를 보급할 때 비로소 일상생활에서 사고방식이 변

화하게 된다. 국가 고유의 무형문화유산이 여전히 우리 삶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

닌다는 인식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특히 젊은 층에 각인시켜야 

한다. 우리 문화가 미래 세대에서도 살아남아 번성하려면 우리의 젊은 세대가 고

유문화의 지킴이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인식하고 국가의 토대가 된 가치와 원칙

을 받아들여야 한다. 

5.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한다는 것은 각 개인이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상이

한 무형문화유산이라도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무형문

화유산의 훼손과 파괴의 중단을 요구하는 여론을 형성하고 각국의 무형문화유

산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선진국들이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의 선두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인적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통해 후진국들이 무형문화

유산 보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7.   회원국 간에 전문지식과 학자들을 교환하고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함으로

써 기관 연계성을 구축해야만 한다. 또한 회원국간의 더 깊은 이해와 화합을 증

진하기 위해 정기적인 문화간 모임을 소집해야 한다. 

8.   무형문화유산 교육을 위한 네트워킹과 정보 센터 혹은 조정 센터를 구축해야만 

한다. 이 센터는 각국의 프로그램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관리하는 것을 목

표로 모든 무형문화유산 정보와 관련 활동을 전산화하고 부속 시설을 제공하며 

무형문화유산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연

구를 수행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 센터는 무형문화유산 관련 교육을 

위해 회원국 공동체의 관심사를 다룬 출판물과 정기 간행물, 음성 및 영상 자료

창립기념 자료집.indb   232 2013-03-28   오후 1:52:04



232 • 233

를 발간해야 한다.

결론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 무형문화유산은 종교적이든 세속적이든 간에 그 형태

와 상관없이 소실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은 전 세계가 해결해

야 할 가장 시급하며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실체

가 있고 오랫동안 존속되어 온 유형문화유산과 비교해 볼 때, 추상적인 무형문화유산

이 훨씬 더 쉽게 그리고 완전히 소멸되는 경향이 있다. 부탄의 무형문화유산은 우리 조

상의 경험적 기술과 구전으로 전승되는 정보로서 우리 농촌지역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부탄 전역에 퍼져있는 농촌 지역의 노인들로부터 전수 받고 있다. 무엇

이 축적되든 간에 활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기록하고 보존하며 장려해야 한다. 

부탄 문화부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2003년에 채택된 무형문화유산보호협

약에 명시된 당사국의 의무조항을 이행하며, 최초로 부탄 무형문화유산 국가목록 시

스템의 기술적·개념적 토대 구축을 위한 3개년 프로젝트를 제안 중에 있다. 이 프로젝

트는 부탄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향한 소중한 첫 걸음이며 앞으로 성공적인 협력

관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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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본 발표문은 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좀 더 넓은 맥락 속에서 무형문

화유산 보호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이 지역의 취약성과 회복력을 먼저 논한다. 우선 1972

년 세계유산협약이 채택된 이후 수립된 태평양 지역 세계유산 프로그램의 역사와 이행

과정을 요약한다. 그리고 2003년에 채택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준비단계에서부터 

2010/2011년 태평양 7개국에서 열린 다자간 협의에 이르기까지 태평양 지역 무형문화

유산 프로그램의 발전과정을 약술한다.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의회 구

성 및 태평양 지역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중기적 전략의 수립이라는 두 가지 과

제를 제시한다. 결론에서는 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새천년개발목표

(MDGs)와 모든 이를 위한 교육(EFA) 사업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이러한 전략은 지속적인 모범사례 축적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무형문화유산의 핵심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수립될 수 있는 것이다.

태평양 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 - 개관, 과제 및 전략

아카츠키 타카하시

유네스코아피아사무소 문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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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태평양 지역은 역사적으로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타이완을 거쳐 태평양으로 항해

를 시작했던 6000년전부터 아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들은 바다의 지배자

였으며 별, 달, 바람, 새 그리고 해류를 관찰하며 카누를 타고 태평양을 항해하였다. 쿡

제도와 타히티에 도착한 이들은 A.D. 1300년 이전에 이미 몇 차례에 걸쳐 뉴질랜드로 

이주하였다. 

1500년대에 들어서자 마젤란을 비롯한 유럽의 탐험가들이 태평양 항해를 시작했고 

고래사냥꾼, 무역인, 선교사들이 그 뒤를 이었다. 그에 따라 기독교 문화가 점차 태평양

지역에 확산되었으며 이후 열강의 식민지 확대 경쟁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었다.

태평양 지역은 세계의 다른 지역들과 달리 탈식민지화가 더디게 진행되었다. 독립

과 국가 건립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문화였다. 1962년에 사모아가 최초로 독

립한 이래로 태평양 도서 국가들의 독립이 이어졌고, 1994년에 팔라우가 마침내 독립하

였다. 이렇듯 대부분의 태평양 도서 국가들은 비교적 신생국가로서 유네스코 회원국이 

된지도 얼마 되지 않는다. 

유네스코태평양지역사무소는 사모아의 수도 아피아에 위치해 있으며 14개 태평양 

도서 국가들을 비롯하여 호주, 뉴질랜드는 물론 유네스코 준회원인 토켈라우를 담당하

고 있다. 

사회경제적	배경	-	취약성과	회복력

태평양 지역은 지구의 1/4을 차지하며 보기 드문 다양성을 보유한 지역이다. 태평양 

도서국가 전체 인구는 약 9백만 명에 이르며 그 중 7백만 명은 파푸아뉴기니에 거주하

고 있다. 

태평양 지역은 1300여 개의 언어가 사용되는 다종다양한 언어의 본고장이다. 800

개가 넘는 언어가 파푸아뉴기니의 각기 다른 공동체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바누아투에

서는 100여개의 언어가, 솔로몬제도에서는 80여 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 

도서국가 외에 태평양 지역에는 뉴질랜드령, 프랑스령, 미국령, 영국령 제도(諸島)가 

포함된다. 토켈라우는 인구 1500명 미만의 뉴질랜드령 섬이다. 일부 영토에서는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국민투표가 실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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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도서국가 (키리바시, 사모아, 솔로몬제도, 투발루, 바누아투)는 ‘최빈개발도상국

(LDC)’으로 불린다. 이들 도서국과 영토들이 태평양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태평양제도포럼(PIF)은 지역 협력을 통해 태평양 공동체의 경제 및 사회적 안녕을 

꾀하고자 1971년 설립된 정부 간 기구이다. PIF에서 채택된 '2005년 태평양 계획'은 “우

리는 태평양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이 지역 문화, 전통, 종교적 신념이 귀중한 가치로 

여겨지는 미래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태평양 도서국가와 영토는 나지막한 산호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례로 

키리바시의 가장 높은 지점은 해발 약 3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지리적 특

성 때문에 태평양 공동체는 사이클론, 해일, 기후변화와 같은 자연재해에 극도로 취약

할 수밖에 없다. 이들 산호섬 지역의 공통된 문제는 물 부족이다. 최근 투발루 정부는 

심한 가뭄과 식수 부족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하였다. 투발루 정부의 요청에 

따라 국제 사회는 물통과 휴대용 담수화 장비를 투발루에 공수하였다.

과거 태평양 지역 사람들은 자급자족 경제 하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풍족하게 살았

다. 농업(코코넛, 바나나, 빵나무 열매, 타로, 얌 등)과 어업은 많은 태평양 도서국가의 

비공식 경제 부문에서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전통 식량의 경작은 

이 지역 젊은 세대들에게 더 이상 관심거리가 아니다.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피지를 제외한 태평양 국가들의 수입식량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식량안보’가 태평양의 군소 도서국가들 사이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태평양 지역은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특유의 회복력을 지니고 있

다. 이 회복력은 이 지역 문화에서 유래한 것이다. 서구의 개인주의적 정체성과 달리, 

태평양지역 사람들의 정체성은 집단적이고 관계지향적인 경향이 있다. 그들은 전통적

인 족장제도를 바탕으로 공동체가 소유한 땅과 강한 정신적 유대감을 갖고 있다. 이 족

장제도는 지역 통치의 기반이었으며 대가족으로서의 공동체에 전통적인 사회 안전망과 

상호 원조를 제공해왔다. 

여기 모이신 많은 분들은 태평양 지역의 선물 증정 전통에 관한 인류학적 문헌을 

익히 접해보셨을 것이다. 트로브리안드섬의 쿨라 링(Kula Ring) 교환제도, 야프섬 사

람들의 돌화폐 사용, 사모아의 돗자리 교환 등이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이다. 이 전통

에 따라 조개 장식품, 돌화폐, 정교하게 짠 돗자리 등 귀한 물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

공하고 거기서 생겨난 이야기들을 공유한다. 이 전통의 목적은 당장의 보상을 얻는 것

이 아니라 선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돈독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

이다. 귀중품을 교환하는 이러한 선물 증정 전통은 태평양 지역 사람들 간에 광범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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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를 형성해왔다.

이 관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일례로 팔라벨래(Fa’alavelaes)라고 불

리는 사모아의 선물 증정 전통은 결혼식, 장례식, 작위 수여와 같은 행사에서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 이 전통은 호주, 뉴질랜드 및 세계 각국에 거주하는 사모아인들의 강력

한 지지를 받고 있다. 아시다시피 일부 태평양 국가에서는 해외송금이 GDP의 20% 이

상을 차지하고 있다. 학자들은 해외송금 현상의 밑바탕에는 이러한 선물 증정 전통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개관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이번에는 태평양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태평양 지역 사람들은 그들의 환경을 하늘, 바다, 땅이라는 3가지 기둥에 빗대어 설

명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선 하늘과 연관이 있는 유산으로 나우루에서 행해

지고 있는 ‘군함새 사냥’이라는 독특한 전통을 들 수 있다. 바다에 대해 말하자면, 태평

양 제도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은 육지보다 면적이 6배나 더 넓다. 따라서 태평양지

역은 바다와 연계된 매우 풍부한 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전통 항해제도'와 '전통 어업지

식 및 방법'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안타깝게도 전설적인 미크로네시안 항해사 마우 피아이루그(Mau Piailug)는 작년 7

월 미크로네시아의 나타왈섬에 있는 그의 집에서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피아

이루그는 서양의 탐험가들이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태평양의 탐험가들이 사용했던 고

대 항해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유명했다. 1970년대에 그는 하와이에 근거지를 둔 폴리

네시안 항해협회와 공조하여 GPS를 사용하지 않고 하와이에서 타히티까지 호쿨레아

(Hokule’a)라 불리는 전통 카누를 타고 처녀항해에 성공하였다.  

땅과 관련된 유산으로는 전통적인 부족 회합장소(marae)가 있다. 이곳은 태평양 제

도 주민들의 공동체 생활을 위한 장소로서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유산이

다. 이들 회합장소의 건축 스타일은 각 섬마다 다르지만 태평양 지역의 통치를 위한 중

요한 장소로서 여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다. 최근 태평양 지역에서는 전통적 족장제도

의 현대화를 통한 상향식 통합과 서양의 삼권분립 사상을 기반으로 한 중앙정부 주도

의 통합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

1972년 세계유산협약이 채택된 이래, 태평양 지역은 유산보존에 적극적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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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왔다. 이러한 보존 활동을 조정할 필요성을 인식한 태평양 국가들은 중기적 활동계

획의 수립을 관례화하였다. 2009년 시행을 목표로 마련되었던 첫 번째 활동계획에 뒤

이어 현재 2010-2015년 활동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태평양 지역은 뉴질랜드 느가티 투

화레토아 마오리 부족의 대추장 테 헤우헤우(Te Heuheu)를 의장으로 2007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2011년 7월 현재, 태평양 도서국가 내 5개 유적지(솔로몬제도의 이스트 렌넬, 마샬

군도 내 비키니 환초의 핵실험지, 파푸아뉴기니의 초기 농경지인 쿡, 바누아투의 로이 

마타 추장 영지 등)와 태평양 영토 내 5개 지역(뉴칼레도니아 섬의 석호 - 다양한 산호

초와 생태계, 칠레의 라파누이 국립공원, 핏케언 제도의 헨더슨 섬, 하와이 화산국립공

원과 파파하나우모쿠아키아 해양국립공원)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태평양 지역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는 것만으로 그 문화의 다양성과 중요성을 보여

주기에 충분하지 않다. 

태평양 도서 국가들에게 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그 이유 중 하나

는 태평양지역 문화유산의 특성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2007년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열

린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태평양 도서 국가의 대표들은 이 지역 유산의 뚜렷한 특

징은 "전체적이고, 모든 삶을 포괄하며.......문화적 전통 속에서 이해되는" 것 이라고 설

명하였다. 

식민통치와 급격한 자본경제로의 편입, 특히 기독교의 유입으로 인한 외부세계와의 

접촉은 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일부는 사라졌고 일부

는 복원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태평양 지역 문화는 전통과 현대적 체계를 창

조적으로 조화시키면서 이러한 외부의 영향을 극복해 왔다. 

2007년부터 유네스코는 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 및 국가 회의를 개최하였다. 피지를 시작으로 파푸아뉴기니, 통가, 바누아투

에서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후 4개국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비준하였다. 인류구

전 및 무형유산 걸작에 선정되었던 통가의 전통춤인 라칼라카와 바누아투의 모래그림

은 현재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태평양 지역 당사국들은 국가 무형

문화유산목록의 작성과 새로운 유산의 등재신청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필자는 2010년 유네스코아피아사무소에서 업무를 시작한 후 태평양 국가들이 협의

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협의회에는 무형문화유산 관리자, 전

통부족의 족장, 비정부기구(NGO), 연구원과 공공 및 민간부문 관계자 등 여러 이해 당

사자들이 참가하였다.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공통된 구성으로 진행되었다. 첫날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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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 프로그램과 협약에 관한 유네스코의 발표가 이루어지고, 둘째 날에는 

해당국가 전문가들이 자국 언어로 무형문화유산 종목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셋

째 날에는 전략과 활동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태평양 도서국가 7개국에서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200여 명의 참가자들

이 모여 협의를 진행했다. 개최 장소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팔라우(2010년 2월), 사모아

(2010년 5월), 쿡제도(2010년 6월), 솔로몬제도 (2010년 10월), 키리바시(2011년 2월), 나

우루(2011년 5월), 마샬제도(2011년 6월)이다.

국가 차원의 협의회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지원으로 피지와 통

가에서 두 차례의 네트워킹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를 통해 태평양 지역의 무형문

화유산보호협약 당사국들은 정보공유와 네트워킹을 위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지난달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팔라우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비준했다는 낭보가 발표되었다. 이로써 태평양 지역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당사국은 

총 5개국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현재 더 많은 국가들이 협약 비준을 진행하고 있다. 

태평양	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과제

앞으로 유네스코는 미크로네시아 연방국(FSM), 니우에, 투발루 등 나머지 태평양 

도서 국가들도 국가 협의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태평양 지역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중기 

전략 및 활동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역차원의 전략과 활동계획의 수립은 태

평양지역이 상호협력적인 조치를 취하고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태평양 도서국가의 문화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평양예술위원회는 2012년 7월 솔

로몬제도에서 열리는 제11회 태평양 지역 예술문화축제를 계기로 무형문화유산 보호

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방침이다.  

태평양	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	전략

태평양 지역은 꾸준히 세계경제질서에 편입되어 왔으며, 하늘, 바다, 땅이라는 3요

소와 관련된 유산들은 급속도로 진행된 산업화의 여파로 훼손되고 있다. 태평양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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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더 이상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데 있어 지체할 시간이 없다.    

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전략을 논의할 때는 식수부족과 식량안보의 위

기라는 이 지역 현안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태평양 국가들

은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모든 이를 위한 교육(EFA) 사업과 같은 국제적으로 합의

된 목표 달성에 무형문화유산이 기여한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사실, 2010년 9월 열린 새천년개발목표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최종 보고서는 새천년

개발목표의 달성에 문화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문화와 개발에 대한 

유엔총회 결의안 65/166을 이끌어 냈다.  

흥미로운 것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실례가 다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지역의 식

량생산제도를 무형문화유산의 일환으로 보호하게 되면 식량안보가 증진되고 새천년개

발목표의 ‘절대 빈곤과 기아 퇴치’라는 첫 번째 목표와 ‘지속 가능한 환경보장’이라는 일

곱 번째 목표 달성이 가능해진다.   

두 번째 목표인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과 관련 지어 보면,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

지는 전통지식과 기술에 대한 학교 교육과 세대간 전승 그리고 교회가 주도하는 사회

문화적 활동이 태평양 지역에서 비공식 교육의 일환으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

러한 활동들은 '모든 이를 위한 교육(EFA)'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 보급을 

확대하는데 커다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료 활용에 있어서 전통지식을 포

함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이 

양질의 교육 확보라는 목표 달성에 기여할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또 다른 모범 사례는 ‘여성능력의 고양’이라는 세 번째 목표와 관련된 것으로 태평

양지역의 인증당국이 인정하고 발부하는 전통지식 및 기술(TKS) 자격증제도이다. 태평

양지역 여성의 상당수는 그들이 나고 자란 마을에서 그들의 부모로부터 지식과 기술

을 습득해 왔다. 특히 돗자리 짜기, 타파(검은색 직물) 짜기, 목각 등 여러 분야에서 탁

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지식과 기술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격증과 졸업장이 없어 공식적인 분야에서 일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평양

지역의 인증당국은 ‘기술이 있으나 인증 받지 못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공동으로 정책

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위원회를 조직하고 지역차원의 전통지

식 및 기술 등록 제도를 개발하고 있다. 

‘유아사망률 감소’ 및 ‘산모건강 증진’에 해당하는 새천년개발목표 네 번째, 다섯 번

째 목표와 관련하여 사모아 보건부의 한 직원은 내게 "사모아의 보건 서비스는 공공,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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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전통 세 부문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해 주었다. 사모아 정부는 2007년 보건당국이 

제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통 산파들(TBAs)'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전통 산파들의 힘은 그들이 

공동체 내 여성 위원회의 일원이라는데서 나온다. 이들은 여성들이 공공 및 민간 부문

에서 제공하는 보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 

자격증 제도 덕분에 사모아는 산모건강의 증진이라는 새천년개발목표 다섯 번째 목표 

달성 순위에서 상위권에 올랐다.

여덟 번째 개발목표인 ‘국제 파트너십 구축’과 관련한 사례로, 항해협회와 같은 태

평양지역의 비영리단체들이 환경과 문화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기꺼이 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파트너십 강화에 일조하고 있다.

전통적 지도자들과 마을 대표들은 역시 태평양 지역의 주요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다. 그들은 사모아에서 마타이(Matai), 마샬제도에서는 ‘이로이즈(Iroij)라고 

불린다. 그들은 협력관계 구축의 핵심 주체로서 공동체에 기반을 둔 관습법과 관행, 정

부 정책과 조치 사이에서 일어나는 시너지 효과를 더욱 강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키리

바시의 내무부(MISA) 주관으로 열린 협의회에 키리바시의 17개 외곽도서 출신의 원로

(Unimane)들이 참석한 것은 좋은 예이다. 이 원로들은 전통적 지도자로서 각 섬의 공

동체 생활양식과 관계된 문제들을 총괄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들의 권위는 여

전히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 회의의 가장 구체적인 결과물은  장로들이 서명한 무형

문화유산보호협약 비준을 권고하는 문서였다. 

마지막으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는 상호학습과 존중을 통한 문화 간 역량과 기술

을 강화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며 이는 발전적인 국제 파트너쉽을 구축하

는 근간이 될 것이다. 

결론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는 전통과 현대가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태평양 공동

체가 무엇보다 관심을 두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태평양 군소제도가 당면한 문제들이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우리는 이 지역 문화에 뿌리를 둔 근성 내지 회복력을 바탕으로 

이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태평양 도서국과 영토의 수를 고려해 볼 때, 이들 지역에서 향후 상호협력관계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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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여부는 정보공유와 네트워킹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이 때문에 유네스코는 유네

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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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토론문은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 분야에서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몇 가지 말하

고자 하며, 아태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뿐 아니라 정책 수립 및 실행 차원에서 무형문화

유산 관련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태평양 지역의 협력과 지역적 전략에 대한 공개적 지

지를 구하려 한다. 또한 아태지역 내 모범사례의 구축과 연계될 수 있도록 태평양 지역

에서의 지역 역량 구축 및 제도 강화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이다. 

필자의 이름은 아디 메레투이 라투나부아부아이다(아디는 ‘최고 지위’라는 뜻이다). 

광활한 태평양에 위치한 태평양 섬나라 22개국 중 하나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

가 사는 태평양 지역은 섬 국가의 수만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이다. 태평양공

동체 사무국에 속한 국가로는 아메리칸사모아, 쿡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 피지, 프랑

스령 폴리네시아, 괌, 키리바시, 마샬제도, 나우루, 뉴칼레도니아, 니우에, 북마리아나 

제도,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피트케언 섬, 솔로몬제도, 토켈라우, 통가, 투발루, 바누아

투, 월리스푸투나 제도 등이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 역시 우리와 같은 지역에 속한다. 이 두 국가는 태평양 지역의 16

개 유네스코 회원국에 포함되지만, 방금 언급된 다른 대다수의 섬나라와는 달리 소규

모 도서국이나 저개발 국가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는다.

우리 태평양 지역의 많은 토착문화는 우리 고유의 풍부한 구전역사와 노래, 성가, 

춤의 형태로 세계에 대한 이해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역사의 대부분은 영국, 독

아디 메레투이 라투나부아부아

교육국가유산문화예술부 중요문화개발부장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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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프랑스, 스페인,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더 최근에는 미국까지 포함하여 수많은 식민

주의 국가의 언어로 기록되고 교육되고 있다. 

태평양 지역은 방언을 제외하고 실제 지역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의 수를 정의

하는 것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여전히 논의 중에 있다. 그러나 이조차도 프랑스

어나 영어로 이루어진 인류학적 논의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은 문화유산 분야에서 갖가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

한 문제들은 유네스코 태평양 세계유산 실행계획에서도 강조되어 왔으며 아래와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광활한	해양지역에	위치한	소규모의	섬	지역과	인구

•   역내 문화유산 관리기구들은 소규모이며 매우 한정된 자원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함

•   국가 간의 거리가 매우 멀어 이동에 상당한 활동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   고립지역 간의 의사소통이 실행 일정에 영향을 미침

•   대다수 육지(및 해상) 지역의 소유권은 관습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문화 

부흥활동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데 광범위한 협의과정이 필요함

이러한 모든 요인들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이행활동과 연관이 있다. 나는 피지 

국가유산문화예술부에서 일한 경험을 토대로 2003년 파리에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이 채택될 당시 유네스코 총회에서 태평양 지역 대변인으로 연설에 나섰다. 

이 역사적 회의에서 태평양 지역은 이처럼 중요한 협약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입

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이 지역의 16개 유네스코 회원국 중 5개국만이 본 

협약을 채택했다. 이는 협약의 비준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 태평양 지

역 국가간의 역량 차이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태평양 지역 내 무형

문화유산보호협약 이행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능력을 제한하는 

한계가 되었다. 

아피아에 위치한 유네스코 태평양지역사무소는 협약 당사국들을 한자리 모아 국가

적 차원에서 정책 입안자들의 역량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해 왔다.  또

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의 협력 하에 2011년 통가왕국에서 개최된 지역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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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음과 같은 권고안이 제시되었고 태평양 지역 참가국들은 이에 지지를 표했다. 

권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태평양 회원국들이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비준하도록 촉구

하는 데 특히 주력함으로써 협약을 활성화한다.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활동과 태평양 회원국들의 센터 회원가입 추진을 통

해 정보공유와 네트워킹에 대한 유네스코 태평양 지역 회원국들의 인식을 제고

하고 참여를 증진시킨다.

•   정보공유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 준비를 통해 태평양 지역 내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강화한다.

•   태평양 지역 내 무형문화유산 보호 전략 및 실행계획에 대한 논의를 지속한다.

•   유네스코의 회원국들 및 관련 당사자들과의 공조 하에 제2차 네트워크 회의에 

대한 보고서를 배포한다.

이와 같이 본 권고안은 태평양 지역에서 무형문화유산 전략의 이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게 될 정책결정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

고 있다. 이로써 공동체를 위한 제도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지역공동체들은 역량 구

축과 인식제고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의 무형문화유산, 그 중에서도 특히 현대사회에서 

일상생활과 생존을 위한 요구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유산을 파악하고 복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된 것 중 하나

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것과 국가별 인간문화재(LHT) 프로그

램을 구축하는 데에 힘을 쏟는 것이다. 

이 점은 1999년 피지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세계공예협의회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이 회의에서는 아태지역에 인간문화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청년대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그 결과 2006년 피지는 인간문화재 제도

를 확립하고 인간문화재에 대한 국내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우리

는 향후 이 사업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경험과 성공 및 문제 사례를 기꺼이 나누고 싶다.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프로그램을 통해 협약 당사국들이 인간문화재 제도 구축을 

위해 한 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둔 사무국을 설립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며 사무국을 

매개로 태평양 지역의 국가별 목록을 체계화하고 2년 단위로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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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문화재 우수상 제도를 확립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인간문화재 발굴 및 지정 사업과 더불어 태평양지역 회의에서 육지 및 해상활동을 

위한 이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잠재적 영역으로 확인된 몇 가

지 분야가 있다. 언어 부흥을 토대로, 국경을 넘어 지역 전반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진흥

을 가져올 이러한 분야는 다음과 같다. 

육지	기반의	두	가지	잠재적	사업

식량안보를 위해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전통지식의 활성화, 전통기술의 복원, 특히 

식량 보존, 작물재배 및 어업, 역법 및 관련 관습, 교육부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교육과 

연관된 관습, 재해 위기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정규 교육체계 

내 교과과정의 개발을 통해 공동체 내에서 달성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전통 가옥 건축기술과 건축물의 복원 및 기록화, 세계유산협약 관련 무형문화유산 

실연자의 인증, 공동체가 전통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규약을 인정하고 준수하는 지역 

문화유산 목록의 보유는 공식교육체계를 통해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교육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해양

역내 국가들은 광활한 태평양에 둘러싸여 있으나 최근 해양과 관련한 수많은 전통 

기술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 이에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세계유산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등과 연계된 해양 부흥 프로그램 및 활동이 토착 항해기술 및 조선기술의 부흥과 

관련된 구전역사 수집과 문화유적지 지도제작을 통해 실행되고 있다. 또한 마라에 타

푸타푸아 테아(Marae Taputapua Tea)와 같은 다국적 세계유적지들은 태평양지역에 새

롭게 설립된 항해협회들과 함께 교육부, 문화부, 환경부와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 

활동은 전통기술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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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제도박물관협회(PIMA)

이러한 활동을 이행하기 위한 지역 협력에 대한 지원은 바누아투에 위치한 다언

어·다문화 조직인 태평양제도박물관협회(Pacific Islands Museums Association, PIMA)

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협회는 태평양 지역 문화센터 및 박물관과 

견고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의 문화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하

고 있다. 

태평양공동체사무국(SPC)	지역문화와	교육	전략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교육 활동은 정부 간 기구, 태평양공동체 사무국, 태평양 예

술문화위원회 등을 통한 기타 지역 사업 및 계획들과도 연계되어 있다. 2010년 파푸아

뉴기니에서 개최된 태평양 도서국 포럼의 장관급 회담에서는 지역 문화와 교육 전략이 

각국 교육부 장관들의 지지를 얻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인간문화재 지정, 기술 부흥복원 등은 지방 및 국가 

전체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을 확인하고 목록을 작성하는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촉매

제 역할을 할 것이며, 나아가 아태지역 전반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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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로부터 동남아시아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에 관해 발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나는 2003년 협약과 관련된 보호 활동, 

특히 협약의 비준, 목록작성, 그리고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에 제정된 여러 법적 

조치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보호 활동은 공동체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유네스코나 어떠한 국제협약, 법률, 국내 여러 조치들도 필요없을 때가 가장 최선이라

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하지만 그것은 이상일 뿐 안타깝게도 세계가 직면한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2003년 협약을 제정하고 다양한 보호 조치들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Ⅰ.	개관

동남아시아를 이야기 할 때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인 ASEAN(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을 언급하게 된다. ASEAN 국가 중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브

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 등 6개국이다. 

1_ 본 원고는 팀 커티스가 구술로 발표한 내용을 기록한 것임을 밝힌다. 

동남아시아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1

팀 커티스

유네스코방콕사무소 문화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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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몇몇 국가는 비준 과정에 있으며 일부는 아직 어떻게 될 지 불분명하다. 이번 

발표에서는 비록 협약을 비준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협약의 원칙들을 이행하고 있는 국

가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 표는 유네스코 목록에 등재된 일부 종목을 정리한 것이다,

  

여러분은 아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종목이 목록에 등재되어 있다는 점에 

의아해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주지하다시피 처음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프로그램

이 시행될 당시에 포함되었던 종목들이 이후에 대표목록에 자동으로 등재되었기 때문

이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인도네시아가 1개 종목을 모범사례에 등재한 것이다. 모범

사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 역시 1개 종목이 긴급보호목

록에 등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긍정적인 발전의 예시라고 할 수 있다. 대표목록

에 등재된 일부 종목은 최근에 등재를 신청한 것이며 일부는 걸작 프로그램에서 넘어 

온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협약의 맥락에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들이 있다. 

Ⅱ.	무형문화유산과	법률

소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 관련법의 일부를 모아보았다. 소지역 전반

에 걸쳐 간단하게 살펴보겠다.

  캄보디아는 1996년 제정된 문화유산보호법에 살아있는 전통에 관한 내용을 포함

하고 있지만, 협약에서 이상적이라고 권장하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법

률적 체계는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한 법률을 검토하고 

새롭게 정비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라오스 역시 같은 상황이다. 2005년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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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유산법에 무형적 형태를 띠는 국

가 유산 보존 및 보호라는 구체적인 조항

을 삽입하였다. 이는 문화유산 연구 기준 

강화의 필요성과 그 촉진뿐만 아니라 유

산 보호와 같은 활동을 구체화하는 방향

으로 좀 더 나아간 것이다. 또한 이 법은 

저작권 문제에 관한 관심도 포함하고 있

어 비록 국가 문화유산법 속에 혼재되어 

있지만 협약이 지지하는 법적 수단에 어느 정도 근접해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흥미로운 것은 무형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조항이 2005년에 제

정된 국가유산법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필리핀도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필

리핀의 사례는 향후 발표에서 많이 듣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간단하게 언급하겠

다. 필리핀은 우리가 익히 들어온 살아있는 인간문화재 제도와 필리핀 문화재 등록 제

도 수립을 포함하여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태국은 아

직 무형문화유산 관련 규정이 많지는 않지만 2007년 새로운 헌법을 채택하면서 문화재 

보호 활동에 공동체 참여를 촉구하였다. 문화재에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 명확하게 정

의하지는 않았지만 무형문화재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베트남과 관련해서도 잠시 후 많은 것을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베트남이 무형문화

유산 분야에서 해온 철저하고 광범위한 노력을 상세하게 논하지는 않겠다. 여기 보여드

리는 슬라이드에서 여러분은 현재 베트남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많은 정책과 시행 절차

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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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목록작성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은 협약 당사국이든 비협약국이든 목록작업이 어느 정도

까지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캄보디아는 2004년 프놈펜 소재 유네스코 사무국과 진행한 목록작업 결과를 출간

하였다. 여기에는 소수민족의 언어, 민속, 문학 그리고 시 부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에 선정되어 현재 대표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캄보디아 왕립 궁

중 무용과 관련된 문화 종목에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캄보디아는 현재까지는 국가 

차원의 목록은 없지만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인도네시아 역시 매우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그 중 흥미로운 것은 각 공동체들이 

문화부를 통해 자신들의 유산 목록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목록 모델

을 구축한 것이다. 그들이 온라인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데에는 몇 가지 메커니즘이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누구나 완전히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접속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목록작성을 한 공동체 

구성원임을 확인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에는 600여 개의 언어와 다루어야 

할 엄청나게 많은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인도네시아에서 진

행되고 있는 매우 흥미로운 절차인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를 연구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뒤에서 보호활동을 논할 때 보게 되겠지만 말레이시아 역시 목록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말레이시아는 비록 협약을 비준하지는 않았지만 협약의 원칙들을 준수하는 

활동을 시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국가 사업에 착수하였다.

미얀마도 각 부문별로 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지정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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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피 유네스코는 목록작성 기준, 법적인 틀, 혹은 규범 사례를 의도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목록작성의 모델을 

제시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지만 협약과 운영 규칙을 마련하고 전문가 회의를 거치

면서 한 가지 기준 모델을 제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목록작

성 사업을 완수하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임은 분명하다. 목록을 작성해야 할 뿐

만 아니라 목록작성 방식을 고안하고 만들어내야 하며 어떤 시스템이 그들 국가를 위

해 가장 좋은 효과를 거둘지를 알아내야 한다. 필리핀은 나중에 좀 더 이야기가 될 것

이다. 국가문화예술위원회는 목록 초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꽤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곧 듣게 될 것이다.

태국은 과거 수 년 동안 문화진흥과를 통해 이 문제와 관련해 상당히 진지하게 작

업해 왔다. 현재 그들은 약 80개 종목을 목록으로 작성했다. 태국은 전통스포츠 분야

를 제외하고는 협약에 명시된 범주를 어느 정도 따르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다른 목록작업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문

화재 목록도 보유하고 있다. 베트남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Ⅳ.	보호	활동	계획

이제 과거 수년간의 사업을 살펴봄으로써 소지역에서 행해져 왔던 보호 활동 계획

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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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다루살람은 최근에서야 협

약을 비준하였으나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

에 참여하고 있으며 무형유산과 유형유산

을 함께 다루는 국제 훈련 과정을 시작하

였다. 말레이시아는 올 3월에 무형문화유

산 보호와 기록화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

하였다. 동티모르는 역시 최근 들어 협약 

비준에 관한 역량 구축 워크샵을 진행하

였다. 태국은 지난해에 다국적 무형문화유산과 국제협력을 통한 이의 보호에 관한 토

론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올해 초 라오스는 여러 정부 부처와 관리들을 위해 2003년 협

약에 관한 이해당사자들의 워크숍도 열었다. 

다음은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되는 실천계획 중 두 나라에서 실시되었던 무형문화

유산 보호를 위한 전략적 정책들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겠다. 말레이시아는 5개년 실천

계획을 개발하였으며 필리핀은 그보다 오래 전에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것은 많

은 사례 중 일부이다. 필리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듣게 될 것이다. 말레이

시아가 어떻게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매우 흥미롭다.

앞에서 살아있는 인간문화재 제도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캄

보디아, 필리핀, 베트남이 이 제도를 수립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다.

Ⅴ.	그	외	보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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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시행해 오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법률 체제 및 프로그

램 몇 가지를 소개하겠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협약 비준 이후 ‘문화 보존에 대한 지방 정부의 행정 의무와 책

임을 위한 공동 장관령’이라는 긴 이름을 가진 법령을 제정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많은 

주로 구성된 지방분권적 체제이므로 국가는 지방 당국이 무형문화유산을 지방 예산과 

프로그램에 통합하도록 요청하는 법을 제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통문화와 관련

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활용에 관한 법안과 전통 지식 운영에 관한 법안을 마련하였다.

말레이시아는 많은 지역 NGO, 교육기관 그리고 공연예술단에 기금을 지원해왔다. 

또한 전통의학 의사 등록제를 시행하고 전통 창가 기록 프로그램과 예술 프로그램도 

마련하였다. 이 모든 것은 정부가 협약의 범위 내에서 혹은 측면에서 지원을 제도화한 

보호 활동의 일환이다.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이라도 협약을 둘러싼 국제 활동의 영향을 받아 온 

것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미얀마는 주립 순수 미술, 음악 및 연극 학교를 설립하였다.

필리핀에 대해서는 잠시 뒤 발표가 있을 것이므로 태국 사례로 바로 넘어가겠다. 

창립기념 자료집.indb   261 2013-03-28   오후 1:52:09



동남아시아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

  태국의 경우, 공주 마하 차크리 시린돈 인류학 센터가 무형문화유산 e-러닝 자원 

개발과 중국 운남성을 지나 흐르는 대 메콩강 자료 조사를 위한 현지 학교 운영, 그리

고 지역 박물관의 역할과 공동체 박물관이 무형문화유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태국은 국가유산 목록을 작

성하였으며 많은 무형유산 종목을 등재하였다. 베트남은 후에 더 많은 논의가 있을 것

이기에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겠다.

Ⅵ.	과제과	쟁점

동남아시아 국가의 여러 활동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당면 과제들을 확인할 수 있다.

협약과 관련한 몇 가지 난제들은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 내의 문화적ㆍ민족적 다양

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자신들 국가 영역 내의 민족적 다양성을 

완전히 인정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국가 교육 체계가 근대화된 서구식 

체계를 선호하는 분위기 속에서 무형문화유산과 전통 지식이 소외되고 있다. 이는 분

명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필리핀은 살아있는 전통 학교를 세움으로써 이 문제를 해

결하고자 노력해온 모범사례이다. 알다시피, 경제적 성장, 근대 의학, 기술 그리고 통신 

발달은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생활방식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쳤으며 무형문화유산은 그 모든 변화 속에서 길을 잃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현대적 오락물이 전통놀이를 대체하였고 결국 몇몇 무형문화유산

은 소멸되기도 하였다. 또한 정부차원에서도 정부 부처 간의 명확한 공조가 항상 이루

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정부의 한 부처가 무형문화유산을 촉진하는 정책을 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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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해도 다른 한편에서 어떤 부처는 무

형문화유산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고 있을 지도 모른다. 사실상 무형문화유

산에 대한 개념과 정의가 항상 명확한 것

도 아니다.

  국제적 차원에서 볼 때, 다국적 무형

문화유산 종목과 관련한 문제를 찾을 수 

있다. 많은 무형문화유산이 국경을 초월

하여 매우 유사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국가에 이러한 형태가 존

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나라들이 있는 것도 분명하다. 이는 이미 동

남아시아 지역에서 우리가 익히 경험했던 것이다.

반면 여러 나라의 공고한 협력을 통해 대표목록에 등재된 종목도 있다. 바로 매사

냥으로 이 종목은 유럽에서 아랍을 거쳐 멀리 한국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국제적 협력

과 협동으로 이 공동 유산을 대표목록에 등재하였다. 이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야 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Ⅶ.	현지	사무소를	통한	유네스코의	지원

마지막으로 유네스코가 직면한 여러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

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유네스코는 목록작성 사업을 끝낸 캄보디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국가 역량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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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워크숍을 개최해 왔다. 또한 협약 당사국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지침서를 출간하기도 하였다. 

방콕사무소의 경우, 한국 강릉시의 기금 지원을 받아 전통 어린이 놀이를 기록화 

하는 사업을 마무리하였다. 우리는 말레이시아, 라오스, 태국 그리고 캄보디아 등의 도

시와 농촌에 산재한 다양한 소수 민족들과 함께 전통 어린이 놀이를 기록화하는 작업

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물은 DVD로 제작되었다. 우리는 총 100여 개의 놀이를 발굴, 

기록하였다. 이 DVD는 교사용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알게 된 흥

미로운 것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방콕과 같은 도시 아이들은 전통 놀이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아이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을 즐기는 것만큼 밖에 나가서 막대기를 들고 돌을 던지고 노는 전통 놀

이를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전통놀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은 아이들이 전통놀

이를 배울 기회가 없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과 일본 정부의 기금 지원 덕분에 아태지역 9개국이 국가 역량 구축 프로그램

을 운영할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유네스코가 국제적 차원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며, 개별적 보호 활동을 하려고 애쓰기 보다는 협약의 원칙을 이

해하고 이행하며 각국 나름의 보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 구축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여기에는 협약에 의해 마련된 무형문화유산 

기금을 활용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그 기금은 현재 전액 사용된 것은 아니다. 우

리는 위에 나열한 국가들과 함께 일하게 될 것이며 많은 사무국들이 협약 이행에 참여

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에게는 훈련을 전담하는 팀이 있으며, 앞으

로도 이들과 함께 작업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활동에는 협약의 비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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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이행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기반을 둔 목록작성, 그리고 긴급보호목록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워크숍 등이 포함된다. 물론 이 활동들은 동남아시아를 넘어 전 아태

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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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시 커티스 유네스코방콕사무소 문화부장은 아태지역 및 동남아지역의 유네스

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이행현황과 전략, 목표 등 유익하고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이에 덧붙여 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킹과 관련한 최신 

정보, 의견 및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남아 국가들은 지역 차원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깨닫고 지속적으로 실행에 

옮겨왔다. 지난 20년간 경제발전이 가져온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동남아지역

은 공동체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난제에 직면해 왔다. 무

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중요성을 인식한 동남아 각국은 즉각 협약을 비준하였으며, 특

히 베트남(2006~2010)과 인도네시아(2010~2014) 양국은 정부간위원회의 위원국으로서 

협약 강화에 기여해왔다.

동남아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은 각국이 중시하는 정신적, 문화적 가치의 표출이자 

여러 세대에 걸쳐 오늘날까지 전승된 옛 선조들의 사상과 정신의 재현으로 볼 수 있

다. 동남아 국가들은 다종다양한 양식과 표현으로 나타나는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자 특별조치를 취했으며, 그 결과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풍부한 문화적 자산을 소유

하게 되었다. 지난 20년간 동남아지역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협약 이행을 위한 

수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왔다. 무엇보다 각 공동체와 국가가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

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는 점이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긴밀한 협력 체제를 형성하여 

레 티 민 리

문화유산진흥연구소장 / 베트남문화유산협회장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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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게 된 것이다. 동남아 국가들은 이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

각하며, 중요한 협력관계를 지속할 책임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동남아지역은 경제개발, 현대화, 세계화, 관광산업의 가파른 성장 및 개발에서 비롯

한 수많은 문제에 봉착해 있다. 환경, 생활여건, 욕구의 변화 및 지역발전과 관련된 문

제들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과 

보호라는 두 가지 상반되는 목적을 균형 있게 추구하기 위해 각국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베트남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현황에 대해 발표해주신 팀 커티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몇 가지 최신 정보를 말하고자 한다. 첫째, 베트남의 문화유산법은 2001년에 공

표되어 2002년에 시행되었으며,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가이드라인과 제반 상황을 고려

하여 2009년에 개정되었다. 유네스코는 동 법의 관련 조항들이 기본적으로 무형문화유

산보호협약에 준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문화유산법의 시행과 더불어 베트남은 무

형문화유산 보호 조치와 체계 등 관련 분야에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고, 보호 조치의 

이행에 있어 각 부문에 부여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무형

문화유산법은 무형문화유산은 살아있는 유산이며 사회적 관계를 끊임없이 촉진하는 

역동적인 체계 속에 존재한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은 전통성과 

현대성을 동시에 가지며 개별 공동체의 인정을 받는 살아있는 존재로서 공동체 유산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세대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요

소이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은 전통지식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문화유산의 다양한 측면을 확인하고 기록하며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규 및 비정규 교육을 통해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진흥하며 

보급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이 개발도상국가라

는 점을 감안할 때,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전문기술, 정보, 인

적자원 및 재원의 부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남아의 지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들을 제안한다.

먼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이행을 위한 협력관계를 수립하고 경험 공유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역내 관련 기관들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역량을 파악해

야 한다. 분산을 막기 위해 구심점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

고, 긴급한 사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따라 협력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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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국가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아태지역 국가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

를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내에 무형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센터를 설립하고 국가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향후 역내 무형문화유

산의 보호를 위해 내실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가 조속히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각 회원국이 임무를 분

담하여 협력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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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기도 하지만, 소멸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이러

한 무형문화유산의 목록을 작성하는 일은 지루한 작업일 수 있다. 그러나 무형문화유

산을 보호하는 일은 더욱 힘겨운 일이다. 어떻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을까? 보호 노력의 일환으로 무형문화유산을 등재하는 시점은 심사숙고

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변화가 뒤따르는 방향과 방식을 바꾸는 작업을 시도조차 할 

수 있을까? 

적어도 두 가지 요소, 즉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와 관습을 이행하는 사회가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변화 주체, 예를 들어 정부는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그 조치

가 사회 운영방식과 양립할 수 없다면, 어떠한 성과도 기대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변화

의 종류, 그 정도와 방향 그리고 사회참여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관습을 실행하는 사

회집단 그 자체이다. 사회와의 공존 가능성 여부가 무형문화유산 생존의 핵심이다. 그

렇지 않으면, 다른 대안은 거부될 것이다.   

사회 조직 구조와 운영에 대한 상세한 지식은 관습을 실행하는 집단에 속한 개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친숙한 것이어야 한다. 문화 다양성이 한 사회를 다른 사회와 

분명하게 구분하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접근법은 사회의 문화적 독창성

에 기초하여 차별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실행계획이 아닌 맞춤형 전략이 필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어야 하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헤수스 페랄타

필리핀 국가문화예술위원회 자문관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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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사회적 관습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한다.

•   핵심분야에서 살아있는 전통 학교(HSLT : Schools for Living Tradition)를 설립

함으로써 전통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세대를 양성한다.

•   실연 행사와 기회를 창출한다.

•   성인과 청소년들을 위한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참여와 관심을 드높인다.

•   연행자와 변화의 주체 인적자원 등 기타 요소를 존중하고 인정한다.

•   민간영역과 주정부 및 지방 정부 사무소를 프로그램에 참가시킨다.

•   무형문화유산 교육과정을 학교 교과과정에 상시 개설하도록 교육부를 참가시킨다. 

•   공동체의 명망있고 헌신적인 인사들을 프로그램 추진에 참여시킨다.

•   지속적인 문화 연구조사와 지역 전문가 및 연구자들의 참여를 촉진한다.

•   무형문화유산의 사회적 연행을 지속하고 가능한 많이 개발한다. 

이는 정부와 NGO, 지역 공동체가 자신들의 고유한 무형문화유산을 제대로 파악하

고 보존하며 증진하도록 장려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개인, 단체, 기관 및 조직이 

해당 무형문화유산의 관리, 보존, 보호 및 홍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필리핀 북부 이푸가오족의 후드후드(hudhud) 보호 활동에서 얻은 경험은 보호활동

을 위한 기존의 방법론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였다. 즉 방법론에서 뿐만 아니

라 개인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끊임없이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효율적

인 보호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많은 시행착오와 끊임없는 계획 수정,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통해 결국 8년이 지난 뒤에야, 이푸가오족 스스로

가 보호 조치를 제도화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필리핀 남부 마라나오족의 대서사 다란젠(Darangen) 보호 작업에 착수했을 

때에는 필리핀 북부에서 사용했던 방법을 마라나오족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사

실을 깨달았다. 마라나오족과 이푸가오족이 문화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었다. 여러 제약 중 하나를 예로 들자면, 무형문화유산 요소 그 자체가 이유였

다. 이푸가오족의 후드후드는 집단 참여방식으로 전승되어, 부족민들은 네 가지의 사회

적 의례를 일생 동안 접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암기한다. 하지만 마라

나오족의 다란젠 전승은 보유자와 다수의 견습생이 있는 일종의 길드 형태로 이루어지

며, 연행은 단 한 명의 연행자가 노래에 참여하지 않는 수행원의 도움을 받아 다란젠을 

읊는다. 이 경우 이푸가오족의 후드후드 보호활동과는 다른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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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분명해졌다. 다란젠 서사시는 암송하는 단 한 사람에 의해 연행되지만, 암송 그 

자체는 수행원이 참여하는 사회적 활동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회과정 내에 또 다른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구조로, 둘을 서로 분리할 수 없다. 

필리핀에만 주요 인종 언어학적 집단이 80개가 넘고, 하위 집단은 수도 없이 많다. 

동아시아 사회집단의 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보호 

조치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모듈로써 일괄 적용할 수는 없다. 특정 집단에 맞게 수정된 

보호 전략이라면 맞춤형 조치만이 지니는 분명한 특성이 드러나야 한다. 

그러나 동남아시아라는 광범위한 지역 내에서도 일반화된 보호 방침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속에서 핵심적인 문화영역을 확인할 수 있다. 유사한 핵심 문

화 영역 간의 보호 전략 교류는 회원국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근

접 지역의 경험은 특히 구조적, 조직적으로 비슷한 핵심 문화 영역에서 보호 조치 수립

을 용이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반화된 전략을 통해,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성공과 실패를 경험한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 간의 정보교류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정보로는 예를 들어, 

일반적인 친족 제도, 인구 규모, 민간부문의 성격, 인적자원의 존재여부,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관련 기관의 종류와 개수, 정치 및 지도 체제와 종교의 구조 등이 있다.   

구조적으로 유사한 핵심 영역간의 정보교류와 더불어, 특수한 사회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여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노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정보보급 분야는 유

네스코아태무형문화센터가 담당하며 성공사례과 실패사례를 통해 회원국에 도움이 되

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유사한 핵심 문화 영역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과 함

께, 숙련된 인적자원 간의 전문지식 교류 또한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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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동북아지역	무형문화유산	현황	개관

무형문화유산은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무

형문화유산은 공동체가 보유한 종교, 전통지식, 기술, 관습 등에 구현된 살아있는 문화 

및 전통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그 형태와 본질에 있어 손상되기 쉽다. 무형문화유산

은 생생하고 다채로운 형태로 표현되며 이를 통해 세계의 문화적 다양성이 표출되고 보

존되고 있다.  

유네스코베이징사무소가 관할하는 5개국이 위치한 동북아지역은 구전전통, 공연

예술, 관습과 의례에서부터 축제행사, 의복, 공예품 및 음식에 이르기까지 풍부하고 다

양한 무형문화유산이 공존하는 곳이다. 아름다운 풍광과 뚜렷한 특색을 지닌 동북아

지역은 70여 개 민족이 존재하며 250개가 넘는 언어가 사용되는 문화권이다. 고대 문명

의 발상지이기도 한 이 지역은 전통 생활양식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고유의 문

화와 전통을 발전시키며 수세기 동안 문화유산을 보호하여 왔다. 

동북아는 오래 전부터 문화적 다양성의 핵심이자 끊임없는 창의성의 원천인 무형

문화유산의 보호·보존·증진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유네스코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동북아지역 무형문화유산의 개관, 
보호 과제 및 전략

압히만유 싱

유네스코베이징사무소장

창립기념 자료집.indb   275 2013-03-28   오후 1:52:11



동북아지역	무형문화유산의	개관,	보호	과제	및	전략

•   일본 도쿄에 위치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문화센터(ACCU)는 1971년 설립 

이래 역량 강화 및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 분야에서 다양한 지역 협력 프로그

램을 실시해 왔다. 

•   한국은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후대에 전할 수 있

도록 유네스코의 인간문화재(Living Human Treasures)제도를 강화하고 증진하

는데 지대한 역할을 해 왔다. 

•   중국은 지난 수십년 동안 무형문화유산 종목을 지정하고 목록을 작성하는 일

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7년 이후 쓰촨성 청두 지역에서 매년 국제무형

문화유산축제를 개최하여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왔다. 

•   몽골 역시 수년 전 국립 무형문화유산센터를 설립하여 국가 차원에서 무형문화

유산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인식제고에 기여해 왔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동북아 5개국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이 중 4개국은 2004년

과 2005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최초로 비준한 20개 당사국에 포함된다. 이는 각

국 정부들이 무형문화유산 표현물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최우선의 관심을 두고 있음

을 입증하는 것이다. 동북아지역은 2003년 채택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기초를 마

련하고 초기 이행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동북아 국

가들은 유네스코 걸작 선정 프로그램에 총 11종목의 유산을 제출하였으며 모두 ‘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으로 선정되었다.

2006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발효된 이후, 동북아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선도해 왔다. 2011년 현재 한중일 3개국은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의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 유

산 71종목은 대표적인 무형문화유산 목록인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63건)과 ‘긴

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형문화유산 목록’(8건)에 등재되어 있다. 이는 총 등재유산 

수의 30%를 넘는 수준이며, 협약 이행을 통해 적극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동북아 국가들의 의지를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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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사회변화, 세계화 및 도시화로 인해 동북아지역의 전통이 훼손되고 있으며 

무형문화유산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화, 도시화, 인구이동이 가속화 

되면서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노력은 문화정보의 수집, 기록, 보관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보를 이용하고 재구성하며 전승하는 개인과 단체 나아가 공동체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에서 기인하는 수많은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동북아지역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공통 

기반을 제공한다. 이 협약은 지난 40여 년간 동북아 5개국이 마련한 다양한 입법 및 행

정 조치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   1962년 한국은 문화재보호법에 무형문화유산 보호 제도를 도입하여 무형문화

유산 보호를 위한 법적,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몽골 정부는 사회구조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도 수많은 전통의 근간이 되는 자

국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바탕으

로 ‘무형문화유산 발굴·등록 및 보유자 지정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였다. 

•   2010년 북한은 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전승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이러한 활

동을 조율하기 위해 조선무형문화유산보호협회를 설립하였다. 

•    올해 초, 중국 무형유산보호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은 중국 내 무형유산 지정, 

목록 그리고 다른 보호 조치를 위한 종합적인 표준 체계를 세웠다. 

 

동북아지역은 오래 전부터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 왔으며,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연구 및 전승 활동과 유관기관 간 네트워킹 분

야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국제협력의 모범사례를 제시할 수 있는 막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중일 3개국은 2008년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와 증진을 위해 유네스코 산하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센터(카테고리 2기구)를 각국에 

설립하기로 뜻을 모았다. 

•   베이징에 위치한 중국 센터는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2년 초에 개관

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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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0월 오사카에 설립된 일본 센터는 과학, 기술, 예술 연구 및 방법론을 

육성·조율·개발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   현재 대전에 위치한 한국 센터는 정보공유와 네트워킹을 담당하고 있다. 유네스

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오후에 공식 

출범할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동북아 국가들이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하여 축적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중일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기구들은 이 지역 역량 개발 강화에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무형문화유산의 소멸, 단절, 분절, 규격화를 막기 위

한 포괄적이면서도 조직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동북아 전략의 기본 바탕은 무형문화유산 보호가 우리의 풍부한 문화적 다

양성을 인정하고 증진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는 공동체 통합과 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지식 전승 및 재창조를 가능하게 하여 지역 발

전을 촉진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지식은 사회적 결속 유지에 핵심으로 작용하며 지

역 주도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매개가 된다.  

이러한 무형문화유산 보호 전략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이행을 증진

하고, 공동체, 단체 및 개인의 참여를 촉진하며, 교육과 교류 및 연구를 통한 무형문화

유산 보호를 실현하는 데 있어 협약 당사국들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당사국 간 협력에 상당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동북아지역 5개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공통 전략은 따라서 공유된 유산(shared heritage)이라

는 개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03년 협약의 가치 아래, 모든 살아있는 유산은 동일하

게 존중받아야 하며 공동체의 염원에 따라 보존될 가치가 있다. 2003년 협약은 공동등

재를 분명히 권장하고 있다. 동북아는 문화협력이 지리적 경계와 정치적 장벽을 초월한

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앞장서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몽골과 중

국 정부는 2011년 공동 무형문화유산위원회를 설립하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위원회

에 공동 등재를 추진하는 등 정기적으로 양국 간 협력 기회를 모색해 왔다. 이 같은 맥

락에서 볼 때, 동북아 지역의 공조와 협의라는 복잡한 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는 한중일 카테고리 2센터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창립기념 자료집.indb   278 2013-03-28   오후 1:52:11



278 • 279

III.	동북아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과제

효과적인 무형문화유산 보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유산과 전략에 대한 공동

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목표와 비전을 세우고 수행할 과제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를 염두에 두고 무형문화유산 관련 정보와 전통을 발굴하고 목록화하며 기록하

는 작업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중국, 일본이 이 분야에서 얻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려면 소지역 및 지역 차원에서의 협력

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형문화유산 종목 및 보유자들, 나아가 그

러한 전통을 보존하는 주요 기관과 개인들을 발굴·기록하는 작업을 뒷받침하는 표준

화된 정보시스템을 설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무형문화유산 관련 기록 자료

의 디지털화를 위한 새로운 기술의 활용은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해줄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과 기술적 노하우의 

부족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센터의 주도 하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

로 유산 보호의 여러 측면을 다룬 광범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조직하여 역량 개발에 힘

써야 할 것이다. 교육활동은 가능한 소지역 및 지역 교류의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의 전

문 지식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거리 학습 기회를 제공하게 되면 더 많은 전문

가들이 적절한 방법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발굴 및 목록화라는 초기 단계의 조치 이외에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보유자들이 지속적으로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켜 다음 세대에 전승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을 발굴하는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중 일부는 공식인증을 수여

하고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전승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몽골의 경우, 수

년간 한국의 지원을 받아 국가 차원의 인간문화재제도를 수립하였다.  

위기에 처한 동북아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사례와 방법론에 대한 연구 분야의 경

우, 일본 센터의 주도 하에 소지역 차원의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지역 내 연구기관들은 물론 다른 지역과의 연계도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에 대한 투

자는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관심을 부활시켜 유산의 보호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는 모든 이해당사자들, 특히 정부와 지역 공동체의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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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지방,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을 홍보하고 무형문화유산 전통을 계승하는 개인, 단체, 공

동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또한 소지역 차원의 프로젝트를 통해 상호 이해를 

촉진하고 동북아 내 평화의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 분야에서는 한

국 센터가 지속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003년에 채택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의 가시성을 제고하고 위

험에 처한 종목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

록’과 ‘긴급보호목록’이라는 두 가지 메커니즘을 수립했다. 공유된 유산이라는 보다 광

범위한 맥락에서 여러 국가가 함께 공동 등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장려하고 지

원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동북아지역의 유관기관들은 정기적인 협의회를 구성하여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동시에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자국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이행에 있어 지

속적으로 국제적 협력을 지원해 온 동북아 5개국 정부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이

러한 점에서, 201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10주년 기념행사가 이러한 성과들을 축

하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또한 이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중국과 몽골은 2013년 협약 10주년을 기념하

는 몇 가지 사업을 제안하였고, 이는 내일 발리에서 개최되는 무형유산 정부간위원회

에서 발표될 것이다. 이 기회를 통해 동북아시아 다른 국가들에게도 이 기념행사에 활

발히 동참할 것을 권장하고 싶다.  

아태지역을 담당하는 카테고리 2기구들의 창립을 통해 동북아지역은 무형문화유

산의 보호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이 분야의 모범사례를 축적할 수 있는 귀

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는 또한 동북아 지역이 아태지역을 넘어 다른 지역까지 아

우르는 협력의 촉매제가 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화를 위한 협력과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마하트마 간디가 남긴 명언을 인용하며 

발표를 마치고자 한다.

“그 어떤 문화도 배타성을 추구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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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5개국 중에서 한국, 중국, 일본, 북한은 벼농사를 

짓는 농경민족으로 유교 및 불교 사상의 영향을 받는 등 여러 면에서 문화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몽골은 광활한 초원을 누비며 가축들과 이동하는 유목생활을 하

고 있어 다른 4개국과는 색다른 문화를 보여준다. 이로 인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문화

는 서로 비슷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나름의 이질적인 요소들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예

컨대, 같은 농경문화라고 할지라도 대륙, 반도, 도서 지역 같은 자연 환경적 특성은 서

로 다른 문화적 차이를 만들어 냈다. 동북아시아의 문화 생성 과정에서 이러한 동질적 

요인들과 이질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무형의 문화유산을 창출해 냈고, 비

록 기원이나 명칭은 비슷하더라도 저마다 독특한 형태의 문화적 표현양식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의 보고로 불리는 아태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동

북아시아 국가들은 일찍이 서구 열강의 침략으로 전통의 문화유산이 급격히 소멸할 위

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과 일본은 이미 반세기 이전에 무형문화재라는 개념을 

문화유산 보호 정책에 도입하여 보호 제도를 구축하였고, 중국과 몽골 또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2003) 채택 이후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단기간 내에 

무형문화유산 국가 목록작성과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북한의 경우 최근 국내 사정으로 인해 정보가 부족하였으나, 이번 압히만유 싱 유네스

박원모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연구정보팀장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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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북경사무소장의 발표를 통해 북한 역시 조선무형문화유산보호협회를 설립하여 무형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

각한다.

이처럼 동북아시아 5개국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지하고 그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을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어느 지역보

다 이른 시기에 가입하였다. 한국, 중국, 일본, 몽골은 협약이 발효되기 이전에 이미 가

입을 마쳤고, 북한 역시 지난 2008년에 협약에 가입하였다. 현재 한국, 중국, 일본 3국

은 협약의 정부간위원회 위원국으로 활동하면서 협약 운영지침 마련과 목록 등재 등 

위원회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1년 11월 현재, 아태 지역 정부간위

원회 위원국은 동북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과 인도네시아 및 이란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아태 지역을 대표해 정부간위원회의 보조기구인 협약 목록 등재 심사보

조기구 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네스코 협약 목록 등재 건수에 있어서도 지난 2010년까지 중국이 총 35종목(긴

급보호목록 7종목, 대표목록 28종목), 일본은 대표목록 18종목, 한국은 대표목록 11종

목, 몽골은 총 9종목(긴급보호목록 4종목, 대표목록 5종목)을 등재하였으며, 중국과 몽

골 그리고 한국과 몽골이 각각 공동으로 등재한 2종목을 감안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만 총 71종목이 등재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긴급보호목록과 대표목록에 총 229종목

(긴급보호목록 16 종목, 대표목록 213 종목)이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동

북아시아 지역 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는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아직 북한은 

협약 목록에 등재한 무형문화유산이 없으나, 하루 빨리 북한이  국가 목록을 작성하고 

협약 목록에 등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과 관련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아태

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기구가 한국, 중국, 

일본 3국에 동시에 설립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동일 지역에 3개의 센터가 설립된다는 것

은 처음 있는 일이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삼국이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책 시행 경험

과 노하우를 축적해온 사실을 고려할 때 3개의 센터가 설립되는 것은 동 지역에 기여하

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 아태 지역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살고 있고, 면적에 있

어서도 육지 면적만도 5분의 1에 해당하는 광활한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 4대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며 다양한 문화가 생성되고 소멸되어온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역

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3개의 센터가 한 지역에 설립된다는 것은 이 지역의 풍

부한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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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일본 정부와 유네스코 사무국은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쳐 각국에 설립

될 센터의 기능을 나누는데 합의하였다. 이에 한국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정

보 및 네트워크 기능, 중국은 훈련 기능, 일본은 연구 기능을 담당하기로 했다. 물론 무

형문화유산의 성격상 위의 기능들을 물리적으로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데 한국

과 중국, 일본 센터 관계자들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에 센터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상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삼국 센터는 상대 국가의 대표를 이사회 멤버

로 포함하고, 센터 관계자 간 조정회의를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아태 지역에

는 현재 한중일 3개 센터 외에도 이란 센터가 설립을 준비 중에 있다. 

한중일 3국의 센터 설립 이외에도 지난 몇 년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이룬 성과 중

에는 몽골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제도 구축을 언급할 수 있다. 몽골 정부는 지난 수년

간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법률 정비를 비롯하여 국가 목록 작성 및 보유자 선정을 

위한 조사 사업,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와 대중의 인식 제고를 

위한 출판 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를 갖추고 2009년에 71종의 대표목록과 8종의 긴급보호목록을 몽골의 무형문화유

산 목록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본 사업을 위해 한국 센터는 유네스코 북경사무소의 권

고를 받아들여 2007년부터 사업에 필요한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다음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과 관련된 지역 협

력의 문제이다. 안타깝게도 한국과 북한은 분단국으로 사회, 문화, 경제적 여건들이 정

치적 환경에 따라 급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 센터는 설립준비 초기단계부터 

이미 유네스코북경사무소의 중재 하에 북한의 전문가들과 접촉한 적이 있고, 특별히 

유네스코방콕사무소와 센터가 2008년 베트남 후에(Hue)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지역회

의에는 북한 관계자들이 참석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교류가 없는 상태이다. 단지, 유네

스코 북경사무소를 통해 중국 무형문화유산 전문가가 북한에 파견될 예정이라는 소식

을 최근 접할 수 있었을 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전해들은 바가 없다. 

지금까지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최근의 현황에 대해서 한국

에 설립될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개관해 보았다. 그럼 이제

부터 현재 당면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과 함께 토론을 마무

리 하도록 하겠다.

먼저, 동북아시아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국내적으로 활발히 활동해 왔을 뿐

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적으로도 역할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기대로 인해 자칫 소모적인 경쟁으로 치닫는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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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과 관련한 국가, 지역, 

국제적 활동에 있어서 서로 간에 신뢰와 협력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한 협력 기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설립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센터와 관련하여 한국, 중국, 일

본의 센터 간의 소통 및 협조 체계의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이들 센터들과 유네스코 본부 및 지역사무소 간의 공조, 그리고 아태 지역 각 

회원국들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은 앞으로 동 지역에서의 무형문화유

산 보호 활동을 하는데 있어 국제적 공조의 근간이 되리라 여겨진다. 물론 무형문화유

산 전문가 및 비정부기구, 그리고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해 당사자들 간의 정보의 공개 및 의사소통이 필수적이

다.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향후 활동에 있어서 유네스코 본부, 지역사무소, 카

테고리 2기구, 회원국들은 보다 선명하고 미래 지향적인 계획과 비전을 공유하고 국가·

지역·국제적 차원의 협력 방안에 대해 서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수시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린다.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북한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해 지역 협력은 많은 어려움이 예견된

다. 특히 최근 수년간 남북한 및 북일 관계가 난항을 겪고 있어 민간 차원의 의사소통

도 쉽지 않은 상태이며, 한때 활발했던 문화유산 관련 교류협력도 소강상태에 있다. 이

와 관련해 유네스코북경사무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바이며, 하루 속히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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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근대화와	세계화	과정	

2011년 일본 북부에서 발생한 일련의 재난은 배제하더라도, 우리의 무형문화유산

이 자연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광범위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자연 재해가 아니라도 전통문화, 특히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 내려온 무형문화유산

을 변형하거나 소멸시킬 심각한 위험은 동북아시아 지역 도처에 존재한다. 이러한 위험

의 주요 원인으로는 산업구조 변화를 포함한 근대화 추세를 꼽을 수 있다. 

문화와 전통의 기반이 되는 농촌 마을 공동체의 생활방식은 산업구조 변화와 젊은 

세대의 도시 유출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과소인구와 출산율 

감소를 가져왔다.   

요컨대, 이러한 현상은 동북아 지역의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으며 문제는 촌락 공동

체에 남은 고령자들에게 전통 문화를 계승할 후손이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회구성

원의 변화로 무형문화유산의 소멸위험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세계화 열풍으로 인해 대중 미디어, 특히 텔레비전에 비추어지는 서구 문화

의 영향이 문화의 가치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변형시키고 약화시킬 수 있다.  

후지 토모아키

아태무형문화유산국제연구센터 (IRCI) 대표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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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의 보존에 대한 도전과제가 이러한 모든 요소에 걸쳐 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II.	조사	연구와	데이터	수집	

지역 공동체를 통해 전승되는 수많은 전통문화가 정치, 경제적 변화의 영향으로 변

형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어떤 경우에는 영원히 소멸되기도 한다. 그래서 전통으로 

이어 내려온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역사 기록물을 수집하는 일이 중요하다. 문화를 기

술한 유서 깊은 문서기록, 고령자의 기억, 그림 및 사진 등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

한으로 수집하여 연대순으로 편집해야 한다.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기록, 구전되어 내

려온 기억과 현존하는 무형문화유산을 담은 비디오 등 관련 데이터의 수집과  조사 연

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훼손된 무형문화유산을 재생하는데 도움이 될 

기본적인 데이터 세트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II.	보호,	보존	및	전승	

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이 대대로 전승된다는 점에 미루어 볼 때,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전승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관련 지방정부가 제정한 규정의 테두리 안에

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무형문화유산의 문화적 가치와 중요성은 문화정책과 교육제도를 통해 적극

적으로 알리고 홍보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이 무형문화유산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

육과정에 포함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오늘날 이는 이미 전세계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달성하였다.   

이외에도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복원 및 부흥과 관련한 문제점과 조치에 대한 많

은 견해가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단지 몇몇 견해만을 피력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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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아태지역	및	동북아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	구축

의	필요성과	긴급성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채택된 이래 유네스코와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노

력한 덕분에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과 긴급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

다. 무형문화유산이 글로벌 경제통합의 여파에 휩쓸려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국가들은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와 상황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우리는 여전히 무형문화유

산의 보호라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가해지는 

엄청난 압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역내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역량 강화와 

같은 사안들은 즉각적인 관심을 필요로 한다. 지역 협력은 상기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

하고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있어 새로운 전망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서 진

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다.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

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역 협력이 활성화되면 모범사례 공유, 경험 교류, 상호 학습

이 촉진될 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에 대한 이해부족과 전문 인력, 실질적 경

험, 국제적 시야 부족 등 각국이 당면한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양지

중국 카테고리 2센터 (CRIHAP) 대표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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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되면 무형문화유산의 ‘완전한’ 보호라는 목표에 한층 더 가까워질 것이다. 다시 말

해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수립한 여러 메커니즘의 궁극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가

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은 인류의 공동 자산이다. 무형문화유산 연행자와 보유자들은 일정 

정도의 이동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해, 역사적, 정치적, 개인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특정 시기에 영토

와 국경이 바뀌고 그에 따라 변화하는 역사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무형문화유산 역시 

국가, 민족, 영토의 경계를 뛰어넘어 이동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여러 국가, 

민족, 영토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속성을 지니게 된다. 이

러한 공통된 특성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있어 지역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전제조건

이자 필요조건이 된다.

II.			아태지역	및	동북아지역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협력

의	전망과	잠재성

아태지역과 동북아지역의 경우, 무형문화유산 보호 분야에서 지역 협력의 잠재성

이 매우 크며 그 전망이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아태지역은 다양한 민족과 수많

은 인구가 밀집해 있고, 유구한 역사와 화려한 문화를 자랑하며, 빈번한 문화교류 덕분

에 풍부한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동북아 5개국만 해도 70여 개 민족이 존재

하고 200여 개 언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아태지역 전체 인구의 반에 해당되는 10억 이

상의 인구가 밀집해 있다. 이렇게 풍부한 자원 덕분에 아태지역에서 지역 협력의 잠재

력은 무궁무진하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지리적으로 인접한 환경, 지속적인 인구이동, 오래 전부터 이루어진 문화교류

로 인해 아태지역과 동북아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은 공통된 특성을 갖게 되었고, 그 중 

일부는 동일하거나 비슷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무형문화유산 종목들은 

비슷한 기회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지역의 독특한 지리적 관계는 성공적인 지역 협

력의 안정적 기반이 될 것이다.   

셋째, 아태지역과 동북아지역은 역량강화에 있어 몇 가지 문제와 단점을 노출하고 

있다. 아태지역에 위치한 44개 유네스코 회원국 중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비준한 국

가는 24개국이고, 20개 국가는 비준하지 않았다. 또한 20개국은 도합 100여 개의 유산

창립기념 자료집.indb   288 2013-03-28   오후 1:52:11



288 • 289

종목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했으나(총 등재 종목 수의 50%) 나머지 24

개국은 한 종목도 등재하지 못했다. 동북아 5개국은 모두 협약 당사국으로 대표목록에 

등재된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등재신청에 관한 경험

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역량강화의 필요성이 존재하며, 상호교류, 협의, 공조

를 통해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전 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 일부 국

가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지금까지도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전문 인력 및 기관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무형

문화유산의 보호와 연구에 대한 경험도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무형문화유산 종목을 

대표목록에 등재하거나 공동체 기반의 목록작성 경험은 거의 전무하다. 일부 국가는 

현재의 국제 교류 및 협력 메커니즘과 절차에 대해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시야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역 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넷째, 아태지역 내부의 불균형과 별개로 이 지역과 타 지역 사이에는 상당한 문화

적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 아태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고 세계화라는 외부 

압력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태지역 국가들은 반드시 광범위한 협력관계 

구축해야 한다.  

요컨대 아태지역과 동북아지역의 지역 협력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

이다. 지역 협력은 역내 자원, 역량, 경험의 부족을 해결하고, 세계경제의 부정적 영향

과 문화적 동질화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모든 인류의 무형문

화유산을 보호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지역 협력의 

잠재성과 전망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III.			아태지역,	특히	동북아지역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협

력	구축에	있어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국제훈련센터(CRIHAP)’

의	임무와	의지

중국은 줄곧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20세기 초반부터 베이징

대학을 필두로 여러 고등교육 기관들이 무형문화유산의 기록 및 연구를 중점으로 하

는 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이들 연구소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950년대 들어서는 민속 및 전통문화 표현물에 대한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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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의 대규모 전수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이를 위해 정부기관에 속한 지역 문화 전문

가들이 대규모로 투입되었다. 2000년 이후 중국은 유네스코가 추진하는 ‘인류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 선정’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전통극 쿤취(Kunqu 

Opera)와 구친 음악(Guqin Music) 등 여러 종목이 걸작으로 선정되었다. 최근 중국 정

부는 유네스코 목록 등재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 전

통 민속문화 보호 프로그램 실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특별기금 신설, 4단계 보

호 시스템(국가-성(城)-직할시-자치구) 구축, 문화부 산하 무형문화유산국 설립, 국립

무형문화유산보호센터 및 지방 센터 개설 등이 포함된다. 정부의 지원과 주도 하에 관

련 연구기관, 교육기관, 전국의 공동체, 단체 및 개인들이 연구, 보호, 목록화, 등재신청 

등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06년부터 6월 둘째 

주 토요일을 ‘문화유산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2011년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무형문화유

산법’을 반포하였다. 무형문화유산을 보호, 보존, 연구, 계승하기 위해 중국이 기울이는 

노력은 보다 조직적이고 포괄적인 형태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중

국정부가 실시한 상기 조치들 덕분에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노력은 한층 더 탄력

을 받게 되었다.                     

중국은 수년간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통해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또한 정치, 경제, 과학, 기술, 문화 전반에 걸쳐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국제교류 및 협력을 확대해 왔다. 이는 중국이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안정적인 배경이자 탄탄한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0년 5월 중국정부는 국제적 책무를 수행하고 관련 분야에서 중국이 축적한 경

험을 국제 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유네스코 산하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국제훈련센터

(CRIHAP)’ 설립 협정을 체결하였다.   

CRIHAP은 아태지역 국가들이 역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을 구

축할 수 있는 중요한 국제적 기반이 될 것이다. 협정에 따르면 CRIHAP은 무형문화유

산 관련 교육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며, 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증진하고 아태지역에서의 이의 이행을 장려

한다. 

•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에 공동체, 단체 및 개인의 참여를 확대한다. 

•   관련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아태지역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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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역량을 키운다. 

•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및 국제 협력을 촉진한다.    

  

상기 명시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CRIHAP의 구체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

리 할 수 있다. 

(1)   다음의 주제와 관련하여 정규 및 현장교육을 포함한 장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지원이 필요한 연수생에게 자금을 지원한다.  

•   2003년 채택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과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촉진하는 법적, 행정적, 기술적, 경제적 조치들을 포함

한 여러 정책사례

•   무형문화유산 발굴 및 기록화에 대한 유네스코 발간자료 소개 및 현장업무에 

적용

•   이론과 실습교육 과정을 포함한 정규 및 비정규 과정에서의 무형문화유산 교육

(2)   국내외 전문가와 다양한 무형문화유산 영역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과학연구

단체를 섭외하여 상기 언급한 연수 프로그램의 전임강사 및 자문관 역할을 담

당하도록 한다. 

(3)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기관, 특히 유네스코 산하 기관

(카테고리 2기구)들과 국제적, 지역적 협력을 강화한다.

결론적으로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 분야에서 지역 협력을 촉진하고, 양자 또

는 다자간 협력과 교류를 시행하며, 아태지역 국가들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역량을 구

축·지원하고,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이행을 증진하며, 전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CRIHAP의 확고부동한 책무인 것이다. 이는 CRIHAP의 

목표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중국정부가 유네스코와 체결한 협정 내용과도 일맥상통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CRIHAP은 앞으로도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를 위한 지역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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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아태지역과	동북아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	강화	

방안	제안

아태지역 및 동북아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역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의 다섯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아태지역과 동북아지역에 효과적인 협력 및 교류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한다. 한

중일 카테고리 2기구들은 긴밀히 협력하여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마련하고 지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2.   아태지역과 동북아지역 각국은 무형문화유산 관련 연락사무소를 세우고 연락담

당관을 지정하여 명부를 만들어 배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앞으로의 지역 

협력에 기여해야 한다.  

3.   지역 협력 관련 정기회의 등 효과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

해 양자 및 다자간 교류가 이루어지고, 의견과 시범계획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4.   지역 협력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역차원의 정기 보호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역 협력 구축을 위한 안정된 기반과 추진력을  동시

에 제공할 것이다.

5.   무형문화유산 보호 분야에서 지역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기금을 마련하거

나 지역 협력을 위한 기존 체계에 무형문화유산 보호 조치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지역 협력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 보호 프로

그램의 구체적인 이행을 촉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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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한 전문가들이 무형문화유산 보호 관련 현장연구에서 축적한 다양한 정보들

을 발표하는 자리이다 보니 기록업무를 맡은 서기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 자리

를 빌려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을 보며 든 몇 가지 생각을 나누고자 한다. 이미 주최 측

에서 제공한 발표문을 요약하는 대신 몇 가지 사항들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시종일관 문화는 평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해 왔다. 그에 따르면 문화란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및 존

엄성의 원천이자 공유해야 할 지식과 힘의 근원’이다. 이러한 ‘정체성 및 존엄성의 원천’

이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보호

란 문화 간, 세대 간, 기관 간, 그리고 학문 간 대화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우선,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기구인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이하 센터)의 탄생을 위

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유네스코, 센터, 한국 정부, 그리고 아태지역의 모

든 협약 당사국들에게 찬사를 보낸다. 센터는 역내 네트워킹 및 역량 구축이라는 중차대

한 임무를 부여 받았으며, 모든 이해당사자들은 센터의 다양한 활동으로부터 지속 가능

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협력과 조정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정보공유를 위

해 기꺼이 이 자리에 참석한 중국 및 일본센터의 사무총장들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21세기에 들어 네트워킹은 유례없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지

역, 국가, 국제 관계를 경제, 사회, 문화 및 디지털 기술 측면에서 연구하는 학문으로 등

서기보고서

네트워킹,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핵심 수단

아마레스와르 갈라 교수

국제인클루시브박물관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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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했다. 물리적 또는 문화적으로 국경의 초월은 이미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

다. 그러나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허무는 것은 최소화하도록 조심해야 한다. 상호존중

과 문화상호적 이해가 바로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김찬 문화재청장은 개회사에서 센터 운영의 핵심 목표는 소통과 정보공유라고 강

조했다. 이는 전략 및 실행계획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배포된 센터 문서에 분명히 제시

되어 있으며, 웹사이트에도 동일한 내용이 게시되어 있다. 팀 커티스 유네스코방콕사무

소 문화담당관은 센터가 협약을 근간으로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센터의 운영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돈희 교수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있어 

문화 간 그리고 종교 간 소통의 중요성을 고찰했다. 

오늘 회의의 발표와 토론은 센터의 소지역 차원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아이

카와 노리코 교수를 비롯한 일부 발표자들은 아태지역 내 협약 당사국, 다양한 이해당

사자 및 주체들의 참여에 있어 소지역 간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례로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유산의 과반수이상이 동북아 지역의 유산이다. 상

황이 이렇다 보니 서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문화권의 관심사를 다루기 위해 이란에 설

립된 센터를 뺀 나머지 카테고리 2기구들이 동북아지역 3개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20여 년 전 중앙아시아에 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선 덕분에 무형문화유산 보호 기반

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센터는 이미 이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

동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남아시아는 기본적으로 역내 무형문화유산의 다양

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확고한 언어 및 문화적 역사기반을 가지고 있다. 동남아시

아 역시 마찬가지이다. 전 세계 대양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태평양은 무형문화유산 보

호 활동에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한다. 태평양지역에 위치한 각 도서 국가들은 대양 횡

단 항해(Voka Mona)에 뿌리를 둔 풍부하고 역동적인 유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의 유산이 소멸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협약과 같은 경성법이든 선언문, 헌장, 권고문, 윤리강령 등의 연성법이든 관계없이, 

국제 유산법 가입국 현황을 보면 소지역별 불균형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센터가 네트워킹 및 정보공유를 위한 중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무형문화유산 

협약 당사국 수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참여는 무

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아태지역의 언어 및 문화 다양성 문제를 다루

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토론에서 언어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의 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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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non-duality)이 주요 관심사로 제시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협약들은 공통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일례로 이푸가오족의 터전에서 전해져 내려오

는 후드후드 성가는 2003년 채택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근거하여 공동체 무형문

화유산으로 보호 받고 있는 반면, 동 민족의 계단식 벼 경작지(Rice Terrace)는 세계유

산으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이러한 협약들은 2007년 채택된 유엔 원주민권리선언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다른 차원에

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푸가오족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과 세계유산협약에 모두 

가입한 소수 원주민 공동체로서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센터는 세계에서 가장 다

양하고 규모가 큰 아태지역 원주민 공동체들과 네트워킹 및 정보공유를 수립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특히 목록화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소지역별 연

구사례 및 과제들이 다수 제시되었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이행에 있어 목록작성

은 필수적이다. 협약은 목록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지만, 목록작성에 있어 공동체의 참

여는 필수이다. 다음은 협약 이행에 있어 공동체 참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

를 제시한 것이다.

 

•  유산의 지정과 정의(11(b)조)

•  목록작성(12, 15조)

•  인식 제고(14, 15조)

•  역량 구축(14, 15조)

•  보호, 관리(15조)

•  등재신청(운영지침 1, 2, 7 조)

•  국제원조 요청(운영지침 12조)

•  정기보고(운영지침 157, 160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목록작성의 주체이다. 공동체 기반의 목록작성을 장려하여 보

호 과정에서 공동체의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무형문화유산의 생명

력과 지속가능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한편, 복수 국가 등재신청의 경우 상황이 매우 

복잡하다. 복수 국가 등재신청을 장려하면서 공동체 기반 목록작성을 추진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태평양지역은 공동체 기반 목록작업과 관련하여 훌륭한 모범사례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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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누아투의 현장 연구원 네트워크는 공동체 중심의 목록화 작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보유자와 전승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 되었다.1 목록

은 각 공동체 고유 언어로 작성되었다. 바누아투 모델은 태평양지역, 남아시아 및 기타 

지역의 방법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개별 보유자 및 전승자, 단체, 공동

체가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지역 공동

체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여 현지 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고, 지역 공동체에게 계획 수

립 및 이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지역 공동체에게 권한을 우

선 부여함으로써, 공동체 스스로가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하고, 

공동체의 실행역량을 강화하여 좀 더 효과적인 공동체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한다. 공동체 역량 구축 프로젝트에 있어 상당한 효과를 보이는 권한 부여 모델은 

다음과 같다.

•  지역민들이 스스로 필요한 바를 정확히 인지한다고 인정한다.

•  가치와 우선순위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

•  지역민들의 접근을 최대화하기 위해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치한다.

•  지역민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자원을 제공한다.

•  지역 공동체에게 자원 관리 권한을 부여한다.

•  지역 공동체의 관리 기술을 향상시킨다.

임돈희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협력은 무형문화유산 보호 환경을 조성하는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지역 협력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목록작성 

및 보호 계획은 해당 공동체에서 외부 이해당사자들에 이르기까지 관련 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압히만유 싱 유네스코 베이징 사무소 소장은 “그 어떤 문화도 

배타성을 추구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인용하면서 다수

의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여기서 필자는 “무언

가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으면서 이를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범죄에 다름 아니다.”라는 

또 다른 간디의 명언을 인용하고자 한다.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구호와 실행 사이에 존

재하는 간극은 포괄적인 실천, 목록화 사례연구 및 방법론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네트

1_   Ralph Regenvanu and Kapila Vatsyayan - A Dialogue, 아마레스와르 갈라(ed.). 남아시아 전통지식체계, 박물관, 

무형 및 ‘자연’유산 국제 워크숍 회의록, 하이데라바드, 2008년 2월 3~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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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 및 정보공유를 통해 극복될 것이다. 이는 오늘 회의에서 주목을 끌었던 전문가 부

족 문제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기술의 사용과 관련하

여 오늘 제기된 여러 기회들에 주목해주기를 바란다. 학문 간의 경계를 뛰어 넘는 시도

는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는 기술 전문가들과 기술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회과학자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그 가능성은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2

사회기술의 구조와 기술의 사회적 영향력과 별도로 어떻게 기술을 통해 인간의 요

구사항을 해결하고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있어서 공동체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인지 그 방법에 대해 고심해야 한다. 세대 간 전승, 변형, 창의성, 혁신, 접근, 형평성, 개

인과 공동체의 자율성이라는 가치의 문제들도 다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업적 

이익과 공동체적 이익은 상보적인 관계를 이루기도 하고 서로 대치되는 관계에 놓이기

도 한다. 

지난 40여 년 간 디지털 기술은 우리의 가정, 직장 및 공적 생활의 모든 면에서 가

장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디지털 기술은 미디어를 통한 세계관, 정규 또는 비정규 

교육, 쇼핑, 은행업무, 이동, 통신 등을 막론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드웨어는 기술

력 대비 점차 그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 분야에서는 갈등이 갈수록 커지

고 있다. 

우리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있어 이러한 기술의 작용 방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통신시

스템 및 응용언어학이라는 학문을 차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이버네틱스, 정보학, 시

스템학 및 분산 네트워크 이론을 발전시켜 응용할 필요가 있다. 이들 기술이 가져온 결

과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미디어, 지능 시스템 또는 인간-

기계 인터페이스가 가져오는 영향을 생각해볼 수 있다.

초창기 정보통신기술은 힘, 지식 및 문화를 집중시켰다. 이들 기술은 인쇄기, 통신

소,  교통 및 유통 시스템 등 대기업 또는 국가만이 운영할 수 있는 규모가 큰 공장과 

물리적 인프라를 통해 만들어졌다. 이들 기술은 집중화되었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확

2_   ‘디지털 기술의 사회 생태론’은 2005년 12월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개최된 ‘기술, 지식, 사회에 관한 국제 학술

대회’의 중심 주제로 연구사례를 통해 논의가 진행되었다(http://t06.cgpublisher.com/welcome.html). 이 사이트

에 게시된 자료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채택 직후 학술대회 의장으로서 필자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

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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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되었으며, 경제력과 정치력 그리고 상류 문화 네트워크를 갖춘 사람들이 지배하게 되

었다.  

새로운 기술인 디지털 기술은 무료이거나 저렴하고, 순간적이면서 세계적이다. 이

들 기술은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다. 의미 생산 및 전파 수단을 개방하여 더 많은 이

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 기술은 전자 민주주의, 참여 디자인, 실행 공동체

의 바탕이 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수많은 문화, 이해관계 및 지식 공동체를 번

창하게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긍정적 해석이며 더 비관적인 전망

도 있다. 디지털 기술이 오래전부터 존재해오던 불평등의 골을 더 깊어지게 한다거나, 

디지털 기술에 현혹된 우리는 수동적 인간이 되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감시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전망, 그리고 디지털 기술은 한자리에 머물러 순응할 것을 

강요한다는 등의 주장이 그것이다.

 ‘e-러닝’이 학교, 대학, 직장, 가정에서는 물론, 나아가 평생 동안의 학습 경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현재 교육의 최우선 관심사는 기술이다. 

학생들이 컴퓨터로 네트워크화된 직장세계에 잘 적응하도록 준비시킨다는 관점에서뿐

만 아니라, 공동체 참여 및 시민의식 함양의 측면에서도 기술은 핵심적인 교육 수단으

로 간주된다. 따라서 새로운 정보 영역에서 배제된 학생들은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

든 문화적 약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전승방식, 네트워킹 및 정보공

유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

았다. 그러나 학습 공동체는 기존 지식을 전승받는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교사와 학

생이 지식은행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역동적인 공간이 될 것이다. 또한 교사/연구원이 

강의식으로 진행하던 전통적인 교실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체계적으로 ‘콘텐

츠 관리’가 이루어지는 환경 속에서 여러 그룹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공동 

지식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개방 학습 공간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세계는 지금 ‘지식경제’ 또는 ‘지식사회’라고 불리는 단계에 진입했다. 정보통신기술

과 이 기술들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주요 동인이다. 무형

문화유산의 보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행되어야 하는가? 

디지털 기술을 통한 새로운 상향식 지식 체계는 학습센터, 직장, 학교 및 공동의 관

심사를 가진 협회 등 지식을 전승·창조·생성하는 공동체의 협력과 노력을 통해 구축

된다. 디지털 기술은 개인과 단체의 지식을 공유하여 공동의 지식으로 확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또한 지식의 수용자였던 개인, 단체, 공동체는 지식의 생산자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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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자가 되어 근대성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흐름을 일부분이나마  뒤바꾸어 놓음으

로써 새로운 ‘대화형 지식 체계’로 변화시킨다. 이는 전 세계 공통의 관심사를 다루는 

거시적 분석에서부터 지역사회의 상황에 맞는 기술 적용과 관련된 세부 사례연구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       

끝으로 네트워킹과 관련하여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언급하고자 한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협약에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은 협력과 조정

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 정보공유는 지금까지 축적된 집단적 노력들

을 존중하면서 모든 이해당사자와 해당 기관의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협약을 이행하는 

활동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킹은 원활한 쌍방향 소통 수단으로 협약 이행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다. 우리는 디지털 영역의 역할을 충분히 연구하여 

주어진 기회를 극대화하고, 디지털 기술, 경제, 문화, 사회적 측면에서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연대 의식을 갖고 오늘 하

루 끝까지 함께 한 참석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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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 -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유네스코아태무형

유산센터(이하 센터)의 창립기념 국제회의가 2011년 11월 28일 서울 그랜드힐튼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는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다섯 

개 소지역별로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지역 협력에 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논의

를 통해 참가자들은 각 소지역별 특수성과 현안을 파악하고, 지역 간 협력 강화를 통

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박성용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대행은 개회사를 통해 발표자와 토론

자를 환영하고,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이 가진 고유의 위상과 무형문화유산 보호 노

력에 있어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번 회의가 무형문화유산 이해관계

자들의 의사소통과 문화적 연대 촉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센터뿐만 아니라 무

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역내 모든 회원국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김찬 문화재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가 매우 어려

운 만큼 국제협력과 기술공유의 중요성에 대해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임돈희 동국대학교 석좌교수는 2003년 협약 채택 이후, 보유자, 지

역 공동체, 정부 간의 협력이 보다 강조되었으며 국제협력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안정적인 지역 협

회의 요약문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창립기념 국제회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 - 과제와 전략 

2011년 11월 28일

서울 그랜드힐튼 컨벤션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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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임 교수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전문가들의 국가별, 지역별 상황은 저마다 다르지만 무형문화

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	1세션
중앙아시아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

좌장	:	조지	이반	에스피날	

유네스코타슈켄트사무소 소장

중앙아시아 무형문화유산 보호 : 개관 및 전망

중앙아시아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현황에 대한 발표자로 예정되어 있던 세르

게이 라자레브 유네스코알마티사무소 소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불참함에 따라, 샤힌 

무스타파예프 국제중앙아시아학연구소 소장이 발표문을 대독하였다. 

그는 중앙아시아 지역이 고대 문명의 교차로라는 특수한 위치 덕분에 수 세기에 걸

쳐 다양한 문화유산을 남길 수 있었다는 말로 발표를 시작했다. 1991년 독립 이후 현대 

중앙아시아 국가들(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

스탄)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환경은 기존 소련체제 하에 있을 때와 현격하게 달라졌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문화 분야는 정부의 예산을 충분히 받지 못하며, 정부의 사업 

계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현대적인 사회경제 분야의 성장

과 역사 및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열망이 중앙아시아인들의 삶에서 중요해지고 있다. 

그는 효과적인 유적의 관리, 무형문화유산 보호, 관광업 촉진을 위한 전통 예술 및 공

예의 발전이라는 세 가지 과업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발전

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를 포함한 유네스코 기관들은 2009년 보이순 지역 

워크숍, 2010년과 2011년의 소지역 회의와 같이 구전, 음악, 수공예 전통을 보호하기 위

한 프로젝트와 워크숍을 통해 이 지역과 협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들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다섯 개 종목을 등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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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요소들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을 위협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역내에 무

형문화유산 분야의 전문 기관과 숙련된 전문가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2003년 유네스코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핵심 개념과 체계를 제한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

응하여 국가적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2~13

년 유네스코알마티사무소와 유네스코타슈켄트사무소는 노르웨이 정부 지원 아래 중앙

아시아 지역의 국가 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다.

그는 결론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산 지원의 확대가 공동 

유산의 지정 및 보호 협력을 위한 소지역의 역량 증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

망을 내비쳤다. 끝으로 그는 카자흐스탄 의회가 최근 2003년 협약을 비준하기로 의결

함에 따라 보다 효과적으로 협약의 이행을 도모하고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토론자	:	아셀	우테제노바	

유네스코카자흐스탄위원회 사무총장

아셀 우테제노바 유네스코카자흐스탄위원회 사무총장은 중앙아시아가 무형문화

유산이 풍부한 특별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카자흐스탄이 아직 2003년 

협약의 비준 과정에 있다고 하면서, 내년에는 카자흐스탄의 역사 및 문화유산 분야에

서 축적된 광대한 양의 무형문화유산을 통해 불균형을 극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무형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은 2004년부터 무형의 요

소들을 포함한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통합적 시스템을 창안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여 

‘마데니 무라-문화유산’이라는 국가전략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해오고 있다. 그는 또

한 제3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카자흐스탄이 제출하여 채택된 ‘세계 문화 화해의 10년 

선언(2013~2022)’과 같은 결의안을 언급하고, 이와 같이 협약 준수를 장려하는 국가 및 

국제 차원 프로젝트가 각국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으로 발언

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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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	샤흘로	압두라히모바	

유네스코타지키스탄위원회 사무총장

샤흘로 압두라히모바 유네스코타지키스탄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 국제회의가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정신을 토대로 하며, 중앙아시아 지역의 무형문화유

산 보호 활동은 최근 수년 간 더욱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타지키스

탄과 우즈베키스탄이 협력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시킨 샤쉬

마콤을 예로 들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2012년에 타지키스탄 두샨

베에서 열릴 나브루즈 국제 기념행사를 언급하며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으며, 전 세계에

서 모인 참가자들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이슈들을 논의하

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하였다. 

토론자	:	샤힌	무스타파예프	

유네스코국제중앙아시아학연구소 소장

샤힌 무스타파예프 유네스코국제중앙아시아학연구소 소장은 중앙아시아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 특히 목록작성과 관련된 과제들을 제시하였으며, 역량 강화, 무형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기술 및 의사소통 시스템 창안, 연구답사 수행, 무형문화유산 

목록 출판과 같은 분야에서 국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아시아 무형

문화유산의 과학적 연구와 기록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제중앙아시아학연구소의 활

동을 간략히 소개하면서 세션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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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세션
남아시아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

좌장	:	조지	이반	에스피날	

유네스코타슈켄트사무소 소장

남아시아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 : 개관 과제 및 전략-

인도, 부탄, 스리랑카, 몰디브를 중심으로

수바 초도리 미국인도학연구소 소장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과 2003년 협약

이 보호 활동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2003년 협약은 보호와 관련

된 논의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으나, 무형문화유산의 정의를 내리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초도리 소장은 2003년 협약과 그 기본적 목표인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 인식 제

고, 재활성화를 검토함으로써 보호와 관련된 쟁점과 도전 과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목

록작성의 장단점 및 등재와의 관계를 상세히 논의하는 한편, 보호 관련 발전 방안들을 

특히 강조하면서 협약에서 제시하는 보호의 일부로서 고려되는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보호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를 위해 다양한 단체 간 또는 유네

스코 신규 계획 상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협력을 언급하며 발표를 마무리하였다. 또한 

지역 내에서의 협력 활동이 앞으로의 정책과 프로그램의 기반을 구축할 것이며, 이는 

향후 보호 수단을 창출하기 위한 보다 안정적인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토론자	:	수다	고팔라크리슈난	

인도 사하피디아 대표

수다 고팔라크리슈난 인도 사하피디아 대표는 남아시아의 무형문화유산은 특정 민

족에 국한되지 않은,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전통을 포함하고 있으며 서로 연관되면서

도 독립적인 다양한 형태의 표현물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역 무형문화유산의 다양성과 복잡성 때문에 지금까지의 활성화 프로그램은 

지엽적이고 분절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고팔라크리슈난 대표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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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유산 보호를 위한 일관된 정책 수립, 기

록을 통한 전통 계승,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무형문화유산 전문 관리인력 고용, 젊은 

세대에 대한 유산교육 확대, 관광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고팔라크리슈난 대표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자료센터와 국가무형문화유산

목록의 구축, 광범위한 기록 및 연구,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침 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고팔라크리슈난 대표는 센터가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추진해야 할 몇 가지 활

동을 제시했다. 문화유산을 보급하는데 있어 인도 및 아시아 문화유산 온라인 백과사

전 사하피디아(Sahapedia)의 역할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토론자	:	칼리드	자바이드	

파키스탄 국립민속전통유산연구소 소장

칼리드 자바이드 파키스탄 국립민속전통유산연구소 소장은 아시아의 유구한 역사

를 간략히 소개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특히, 아시아는 세계 주요 종교가 태동한 곳이

며, 사랑, 평화, 관용의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권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는 또한 다양한 

미술, 공예, 관습, 음악 및 여러 민속 전통이 공존하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파키스탄의 경우, 다른 국가들만큼 현대화와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민속문화의 뿌리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자바이드 소장은 9000년의 역사를 

통해 형성된 역동적이고 다양한 문화가 파키스탄의 자랑거리라고 말했다. 파키스탄은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아 문화유산 보호를 추진해왔다.

파키스탄 국립민속전통유산연구소는 단일 규모로 세계 최대인 파키스탄 무형문화

유산 아카이브를 구축했다. 자바이드 소장은 이를 바탕으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

한 유네스코와 ICHCAP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전략으로 회원국의 문화기관 간 상호 

협력, 회원국 내 유사기관 간 공동 협력,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있어 박물관의 역할에 

대한 교육 및 워크숍 개최, 그리고 다양한 지역축제 개최를 제안했다.

자바이드 소장은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의 진흥을 위해 힘쓴 각 회원국과 기관, 특

히 ICHCAP과 ACCU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발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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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	욘텐	달계	

부탄 국립도서기록원 수석연구원

욘텐 달계 부탄 국립도서기록원 수석연구원은 세계화를 비롯하여 현재 무형문화

유산의 보호와 진흥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방해요인들을 제시했다. 전통문화에 침투하

는 외래 문화에 맞서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아시아 각국이 처한 상황을 나열했

다. 아시아는 급속한 사회경제적 발전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젊은 세대의 핵심 

문화 가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물질주의 및 그와 관련된 가치관에 대한 인식 변화, 

젊은 세대의 이농 성향, 물질주의적 개발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달계 수석연구원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닥친 난제들을 감안할 때, 회원국 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 수행의 확대, 가치관 재해석 및 공유,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대중 인식 고취, 

무형문화유산 보호 기금 마련, 전문가 및 학자 교류, 무형문화유산 교육을 위한 네트워

크 센터 구축 등의 조치들을 제안했다.

달계 수석연구원은 급속한 변화 속에서도 부탄 문화부와 ICHCAP이 부탄의 무형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전하며 발표를 마쳤다.

제	3세션
태평양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

좌장	:	박성용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대행

태평양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 : 개관, 과제 및 전략

다카하시 아카츠키 유네스코아피아사무소 문화담당관은 태평양지역의 지속 가능

한 발전이라는 맥락 속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이 지역 도서국가

들이 가진 독특한 특징을 기술하는 것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먼저 1972년 세계유

산협약이 채택된 이후 수립된 태평양지역 세계유산 프로그램의 역사와 이행과정에 대

창립기념 자료집.indb   311 2013-03-28   오후 1:52:13



부록

해 요약했다. 뒤이어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 지역의 언어, 문화, 지리적 다양성이 취약

성과 회복성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후 2003년에 채택된 무형문화유산협약의 준비단계에서부터 2010/2011년 태평양 7

개국에서 열린 다자간 협의에 이르기까지 태평양지역 무형문화유산 프로그램의 발전과

정에 대해 약술했다. 이어서 태평양의 문화유산에 대해 논의한 뒤, 태평양 공동체 형성

에 기여한 언어유산에 대해 언급했다. 다카하시 문화담당관에 따르면 태평양 공동체는 

외세문화에 저항하면서도 동시에 포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양면적 성향은 전통

과 현대적 시스템의 독특한 결합을 만들어냈다. 지난 달(10월)에는 팔라우의 무형문화

유산보호협약 비준이 발표되었고, 추가로 비준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다카하시 문화담당관은 태평양지역의 유산 보호를 지속하기 위해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것은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의회 구성과 태평양 

공동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중기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카하시 문화담당관은 태평양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새천년개발목표

(MDGs), ‘모든 이를 위한 교육(EFA)’, 전통지식과 기술(TKS)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들이 태평양 공동체 구성

원, 특히 여성들의 복지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밝혔다. 

끝으로 다카하시 문화담당관은 태평양 공동체를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 자체 문화

를 통한 역량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과 같은 모범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무형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자	:	아디	메레투이	투보우	라투나부아부아	

피지 교육국가유산문화예술부 중요문화개발부장 

아디 메레투이 투보우 라투나부아부아 피지 교육국가유산문화예술부 중요문화개

발부장은 무형문화유산목록 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유산 보호 활동 및 정책수립·

이행에 있어 태평양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협력 전략을 세울 것을 촉구

했다. 유네스코 태평양 세계유산 행동강령에 제시된 과제들을 강조하면서 무형문화유

산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새로운 관점을 도입하고, 2011년 통가에서 열린 지역회의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을 언급했다.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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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이행의 증진을 위해 각 회원국이 협약을 비준하도록 독려한다.

•ICHCAP 활동을 통해 정보공유와 네트워킹을 촉진한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강화한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전략을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2차 네트워크 회의에 참석한 유네스코 회원국에 관련 보고서를 배포한다.

라투나부아부아 국장은 언어복원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을 진흥할 육상 및 해상 활

동을 제시했다. 

  

•식량확보 및 집짓기 기술을 강조하는 교과과정을 홍보, 개발, 기록한다.

• 구전역사자료를 수집하고 전통 항해술과 선박건조와 관련된 유적지 분포도를 제

작한다.

•태평양제도박물관협회와 파트너십을 체결한다.

끝으로 라투나부아부아 국장은 인간문화재 및 보유기술을 발굴하여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아태지역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	:	시오시우라	로타기	

통가 교육여성문화부 부수석 교육담당관

시오시우라 로타기 통가 교육여성문화부 교육담당관은 통가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에 있어 우려사항과 문제점을 제시했다. 현재 통가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이행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역량 및 재원의 부족이라는 두 가지 난제로 인해 더 이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로타키 교육담당관은 3월에 열린 일련의 무형문화유산회의에서 통가가 나아갈 방

향이 제시되었다고 말했다. 이 회의 후 통가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있어 비약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면 통가는 이토록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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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통가는 공식적인 문화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무형문화유산위원회를 설

립하여 무형문화유산 평가방식을 개발하고 있다. 

제	4세션
동남아시아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

좌장	:	박성용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권한대행

동남아시아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

팀 커티스 유네스코방콕사무소 문화담당부장은 동남아 각국의 무형문화유산 관련

법을 개괄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동남아 11개국 중 6개국이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비준했으며, 나머지 5개국은 비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커티스 부장은 이 지역 

유산종목 15건이 유네스코 대표목록에 등재되었다고 밝히고, 간략하게나마 동남아지

역 국가목록을 전반적으로 소개했다.  

일부 국가의 법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조항을 반영하고 있다. 일례로 태국은 

80건의 종목이 국가목록에 등재되었으며, 스포츠를 제외하면 대부분 전통과 관련되어 

있다. 커티스 부장은 여러 동남아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보호조치를 소개하는데 상

당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비준국이 아니더라도 국가 간에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는 점을 언급하고, 협약

을 비준하지 않은 일부 국가들이 비정부기구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도 협약의 기준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남아지역의 당면 과제는 다음과 같다.

•각국의 다양성을 최대로 존중한다.

•무형문화유산 국가교육체계를 수립한다.

•경제성장과 기술발전이 국민 생활과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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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의 협력을 촉진한다.

•널리 통용되는 무형문화유산의 정의를 내린다.     

•공유된 문화유산을 각국이 서로 인정하도록 독려한다. 

한편, 커티스 부장은 이러한 과제들이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아 지역사무소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고 언급

했다. 일례로 태국에서는 아이들이 수업시간을 통해 전통놀이를 경험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했다. 아이들은 이 프로젝트에 상당히 만족감을 표했다고 전

했다.

끝으로 커티스 부장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국가 역량강

화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역 및 국가 차원의 워크숍 개최를 통해 역량강화

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커티스 부장은 이와 같은 프로그램 활동이 의사소통 상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여 무형문화유산 보호 관련 기술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는 말과 

함께 발표를 마쳤다.  

토론자	:	헤수스	페랄타

필리핀 국가문화예술위원회 자문관

헤수스 페랄타 필리핀 국가문화예술위원회 자문관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따

른 보호조치의 이행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를 언급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이

어 무형문화유산이 학교교육을 통해 전승되지도 않을뿐더러, 변화의 방향이나 방식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무형문화유산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

겠냐는 물음을 던졌다. 가장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주체는 바로 무형문화유산이 연행

되는 그 사회 자체라고 말했다. 따라서 사회조직의 구조와 운영에 관한 세부지식의 습

득이 선행되어야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해 수립된 전략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다음의 일반적인 조치를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회적 관습을 널리 알린다.

•전통 학교를 수립한다.

•관습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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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동체 일원의 참가를 독려한다.

•전문가 문화연구를 실시한다.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관습을 유지한다.

페랄타 자문관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필리핀이 그 동안 활용한 노하우를 

제시했다. 나아가 필리핀 내 특정 그룹을 보호하면서 부딪쳤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

했다.  

페랄타 자문관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지역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표를 마쳤다.

토론자	:	레티민	리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유산국 부국장

레티민 리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유산국 부국장은 커티스 부장이 발표한 동

남아지역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이행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설명을 덧붙이고자 했다. 

지난 20년 간 이 지역은 무형문화유산 보호 분야에 있어 많은 난제를 경험했다. 레티민 

리 부국장은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덕분에 베트남의 정신적 가치가 유지되고 있다고 피

력했다.

세계화의 거센 영향 속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2001년 문화유산법을 제정한 베트남에서는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지침을 

반영하기 위해 2009년 동 법을 개정하였고, 강화된 보호조치를 제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정보, 재원 및 인력 부족으로 

효율적인 무형문화유산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레티민 리 부국장은 센터 

내에 방대한 무형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각국에 개별 데이터베이스 센터

를 설립하여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

로 센터가 각국에 정보 관련 임무를 부여할 것을 촉구하며 발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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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세션
동북아시아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

좌장	:	함한희	

전북대학교 교수

동북아지역 무형문화유산의 개관, 보호 과제 및 전략

압히만유 싱 유네스코베이징사무소 소장은 동북아지역 무형문화유산의 현황을 언

급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유네스코베이징사무소가 관할하는 5개국이 위치한 동북아지

역은 구전전통, 공연예술, 관습과 의례에서부터 축제행사, 의복, 공예품 및 음식에 이르

기까지 풍부하고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이 공존하는 곳이다. 또한 다양한 보존·보호 기

술을 개발하여 무형문화유산의 증진에 앞장서 왔다. 싱 소장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국가 차원에서의 인식 제고에서 성과를 거둔 유네스코 산하기관의 사례들을 소개했다.

싱 소장은 동북아지역이 2003년 채택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기초를 마련하고 

초창기 이행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언급했다. 협약이 채택된 이후 동북아

지역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선도해 왔다.

싱 소장에 따르면,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세계화라는 위협 속에서 무형문화유

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 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공통 기반

을 제공한다. 지난 40여 년간 동북아 5개국이 마련한 다양한 입법 및 행정 조치 사례

를 통해 이 협약을 지키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소개되었다. 싱 소장은 비준 후 협약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서는 협약에 제시된 새로운 메커니즘과 보호의 측면에서 비준이 미

칠 구체적인 영향들에 대해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협약의 효율적 이

행은 역량강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유네스코의 지침에 따라, 한·중·일 3국은 2008년 

무형문화유산의 진흥을 위한 아태무형유산센터를 각국에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싱 소

장은 센터별 특징을 상세히 설명했다.

싱 소장에 따르면,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형문화유산 및 관련 정보의 발굴, 목록화, 기록하는 작업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

다. 이를 통해 표준정보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력 및 기술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다. 보유자들이 지속적으로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켜 다음 세대에 전승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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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2003년에 채택된 무형문화유산보호

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의 가시성을 제고하고자 두 가지 메커니즘을 수립했으며, 공유된 

유산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맥락에서 공동 등재를 추진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고 밝혔다.

싱 소장은 아태지역 전체를 담당할 카테고리 2급 기관들의 창립을 축하하며 발표

를 마쳤다.

토론자	:	박원모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연구정보팀장

박원모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연구정보팀장은 싱 소장의 발표 내용을 언급하

며 준비한 내용을 신중히 제시했다. 정보의 중복을 막기 위해 박 팀장은 ICHCAP의 목

표와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는 한·중·일 카테고리 2급 기관들은 동시에 설

립절차를 거쳤다. 처음으로 한 지역에 유관기관 세 곳이 설립된 것이다. ICHCAP의 명

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센터의 주요 역할은 정보수집과 네트워킹이다.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한국 정부는 ICHCAP의 설립을 공식 제안했다. 그 후 

ICHCAP은 그 역할과 목표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 

ICHCAP의 네 가지 주요목표는 다음과 같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이행의 실효성 확보

•공동체, 단체, 개인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 참여 독려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 역량 강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및 국제협력 활성화

ICHCAP의 네 가지 주요역할은 다음과 같다.

•무형문화유산 데이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보급을 목적으로 축적된 무형문화유산 관련 정보와 데이터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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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보급 촉진을 위해 관련 공동체, 단체, 개인 간 네트워크 

구축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및 지식 교류를 위한 국제·지역 협력 강화

토론자	:	후지이	도모아끼	

아태무형유산국제연구센터(IRCI) 사무국장

후지이 도모아끼 아태무형유산국제연구센터(IRCI) 사무국장은 2011년 일본 북동부

에 발생한 일련의 재난사태를 언급하며, 자연환경의 급변으로 인해 무형문화유산이 위

험에 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 밖에 무형문화유산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도

처에 존재한다며, 대표적으로 근대화 추세를 꼽았다. 현재 젊은 세대의 이농성향으로 

말미암아 전통문화를 계승할 후손이 지역 공동체에 남아있지 않아 무형문화유산의 소

멸위험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도모아끼 사무국장은 지역 공동체를 통해 전승되는 수많은 전통문화가 정치, 경제

적 변화에 반응하여 변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온 무형문화유

산에 대한 역사 기록물을 수집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같은 맥락에서 무형문

화유산은 세대에 걸쳐 전승되기 때문에 관련 데이터의 수집과 더불어 조사 연구가 중

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정책과 교육제도를 통해 

무형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도모아끼 사무국장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복원 및 부흥과 관련하여 몇 가지 견

해를 제시하며 발표를 마쳤다.

토론자	:	양지	

아태무형유산국제훈련센터(CRIHAP) 소장

양지 아태무형유산국제훈련센터(CRIHAP) 소장에 따르면, 아태지역과 동북아지역

은 빈번한 문화교류와 지리적 인접성 덕분에 무형문화유산 보호에서 있어 지역 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있거나), 보호 활동 및 연구에 있어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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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실정이다.

중국은 줄곧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2000년 이후 유네스코가 

추진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수년간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통해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2010년 5월, 중국 정부는 유네스코와 

‘아태무형유산국제훈련센터(CRIHAP)’ 설립 협정을 채결하였다. 양지 소장은 CRIHAP

이 아태지역 국가들이 역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을 구축할 수 있도

록 하는 중요한 국제적 기반이라고 언급했다.

CRIHAP의 임무와 목표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지역 및 국제 협력 촉진,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교류 이행,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아태지역 회원국들의 

역량강화이다.

아태지역 및 동북아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지역 협력을 구축하

기 위해 양지 소장은 효과적인 협력 및 교류 메커니즘 수립, 지역 협력의 방향을 제시

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정기 보호 프로그램 수립, 무형문화유산 보호 분야에서의 지역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기금 마련을 제안하였다.

폐회

특별 보고관을 맡은 아마레스와르 갈라 소장은 이날 언급된 몇 가지 주요 이슈를 

중점적으로 제시했다. 첫째, 무형문화유산협약의 기본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 데 있

어 각국이 직면한 난제들을 언급했다. 그는 각국의 상황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형

문화유산의 전문적인 부분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각국 정부가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다르

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각 공동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날 회의에서 원주민과 그 문화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

현했다.

또한 갈라 소장은 회의에서 정보의 공유와 디지털화, 아시아 세 지역의 카테고리 2

급 기관 설립, 공동체 기반 보호 활동 추진, 협력 활동의 진전이라는 언급된 주요 이슈

들을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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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 소장은 남아시아 지역의 인구 비중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의 성과가 기대에 미

치지 못하며, 특히 대표목록에 등재된 남아시아 지역 유산의 수가 너무 적다는 것에 주

목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대표목록에 유산을 등재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그 

국가에 대한 존경의 표시이며, 자국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갈라 소장은 이날 회의에서 자주 등장한 주제인 기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록이 

중요한 작업임은 분명하나, 등재신청 과정의 일부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참여하지 않으면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지 

못하므로, 공동체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갈라 소장은 끝으로 무형문화유산 보호가 공동체 기반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노인은 죽지만 말은 살아난다”라는 간디의 말을 인용하며 발표를 마

쳤다.

알리셔 이크라모프 유네스코우즈베키스탄위원회 사무총장은 갈라 소장의 발표에 

동감을 표시했다. 이크라모프 사무총장은 원주민 문화를 발굴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

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형유산에 비해 무형문화유산의 위상이 높지 않

다는 점을 우려하며, 유형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이 공존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고 지적

했다. 

함한희 교수는 참석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국제회의 폐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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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프로필	

·문화재청 무형문화재분과위원장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선정 국제심사위원 역임

·동국대학교 사학과 석좌교수 

▶ 임돈희

기
조
발
제

·유네스코아이티사무소 소장

·유네스코타쉬켄트사무소 소장

▶ 조지 이반 에스피날

좌
장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정책사업본부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비교민속학과 겸임교수

▶ 박성용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 위원

·한국 구술사학회 회장

·전북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 함한희

·국제박물관협회 아시아태평양 집행위원회 화장

·국제박물관협회 최고집행위원회 부회장

·국제인클루시브박물관연구소 소장

▶ 아마레스와르 갈라

서
기

제	1	세션

·유네스코 본부 과학부 자문관

·유네스코 인문사회과학 인종 및 차별과 과장

·유네스코알마티사무소 소장

▶ 세르게이 라자레브

발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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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세션

·주 러시아 타지키스탄 대사관 2등 서기관

·유네스코타지키스탄위원회 사무총장

▶ 샤흘로 압두라히모바

·유네스코카자흐스탄위원회 사무총장

▶ 아셀 우테제노바

·유네스코국제중앙아시아학연구소 소장

▶ 샤힌 무스타파예브

토
론
자

제	2	세션

·민속음악협회 자문위원

·포드재단 자문위원

·미국인도학연구소 소장

▶ 수바 초더리

발
표
자

·국립교육계획대학 교수

·사하피디아 소장

▶ 수다 고팔라크리슈난

토
론
자

·국립민속전통예술연구소 소장

▶ 칼리드 자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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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자

·국립도서기록원 문화부 연구 및 미디어과 수석연구원

▶ 욘텐 달계

제	2	세션

제	3	세션

·유네스코아태문화센터 프로젝트 담당관

·유네스코아피아사무소 문화담당관

▶ 아카쯔키 타카하시

발
표
자

·피지과학대 강사

·피지교육국가유산문화예술부 중요문화개발부장 

▶ 아디 메레투이 투보우 라투아 부아부아

토
론
자

·통가 교육여성문화부 부수석 교육담당관  / 무형유산 목록작성 담당관

▶ 시오 시우아 로타키

제	4	세션

·유네스코 과학분야 LNK사업 참여

·유네스코본부 무형유산분과 고문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문화부장

▶ 팀 커티스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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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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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세션

·유네스코 모두를위한교육 국제조정 및 모니터링국 국장

·유네스코아부자사무소 소장

·유네스코베이지사무소 소장

▶ 압히만유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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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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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태무형유산국제연구센터(IRCI)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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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대외문화협력국 다자외교과 과장

·문화부 대외문화협력국 부국장

·중국 아태무형유산국제훈련센터(CRIHAP) 대표

▶ 양지

·필리핀국립박물관 관장

·국가문화예술위원회 자문관

·토마스대학 문화보존학대학원 학회회원

▶ 헤수스 페랄타

·호치민 박물관 교육부 차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유산국 부국장

·문화유산가치연구진흥센터 소장

▶ 레티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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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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