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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common heritage of humanity, has been recognised 
as a resource of creative valu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is living 
heritage has maintained traditional knowledge, skills, arts, and wisdom that have 
been historically very useful and valuable to human society and culture. However, 
despite its value, ICH is in danger of deterioration and extinction due to the 
rapid globalisation and social transformation, and thus UNESCO adopted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2003.

The 2003 Convention, which more than 150 countries have ratified, emphasises 
that ICH is a valuable asset, driving cultural diversity and guaranteeing sustainable 
development for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To effectively implement the 
2003 Convention, ICHCAP organised the 2012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CH 
Safeguarding to explore the creative value of ICH and the rationale to revitalise ICH 
under the 2003 Convention and to discuss the roles and directions of safeguarding 
ICH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humanity.

This report includes presentation papers and a discussion summary of the 
three sessions of the conference. The first chapter, under the theme ‘What is the 
Significance of the 2003 Convention?’, includes papers on the historical meaning 
and current situation of the Convention. The second chapter, ‘How to Safeguard the 
Value of ICH?’, reviews measures for ICH to promote cultural diversity, sustainable 
development of humanity, and social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The last 
chapter includes country reports that outline the efforts each country has taken to 
promote and use ICH.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 gratitude to the participants who wrote papers 
for the conference as well as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and 
Dangjin City who supported the conference.

Samuel Lee, Ph.D.
Director-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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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ICH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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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Safeguarding Activities in
Sustainable Development

Chérif KHAzNADAR
President 

Maison des Cultures du Monde

I would first like to thank 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for its excellent initiative in organising this meeting regarding the 
no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relation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 have known Korea for more than thirty years now. I have always been 
impressed by the way in which your country manages to reconcile tradition 
and modernity, how, in respect of its heritage and its roots, it has preserved its 
traditional forms of expression and assured their development while promoting 
contemporary creation that is indissociably linked to the specificities of Korean 
culture. That’s why I have always cited Korea as an example to be followed and 
respected. And for this reason, over the past four decades, I have worked to make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Korea better known in France. Thanks to the 
support of Professor Kim Jeong Ok and the directors of the Korean Cultural 
Center in Paris, I have presented to French audiences, since 1974, several dozen 
performances such as Bongsan Mask Dance, Pansori, Sungmu, Salp’uri, Ssikkim 
Kut, Son Mu, Court Dances, Gagok, Samul Nori, different types of puppet and 
theatre performances, and so many others, offer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ulture of your country to audiences who had been unaware of its richness.

In this keynote speech, I will simply touch on a few issues that, I am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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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tage, directive 111: ‘The media are encouraged to contribute to raising 
awareness about the importance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a means 
to foster social cohes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revention of conflict, in 
preference to focusing only on its aesthetic or entertainment aspects’.

The term development is cited on two other occasions [directives 109 (e) and 
123 (f)].

Let us admit from the outset that this is a negligible quantity compared with all 
of the documents covered by the Convention and the Operational Directives. The 
question we must ask is why there is so little men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within the framework of this convention. But perhaps we should ask another 
question first: Is there a relationship betwee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o be able to answer this second question, we must first agree on what 
we mean by sustainable development. As you know, there are now different 
approaches to this concept, which is even challenged by some people. As for me, 
I will go with this supplement to the definition of the Brundtland report, as it 
was established in 2012 by the Association française de normalisation (Official 
French Standardisation Organisation,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Organisation 
for Standardisation), which specifies that a state is said to be ‘sustainable’ if ‘the 
components of the ecosystem and their functions are preserved for the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In this definition, the ‘components of the ecosystem’ include, 
in addition to human beings and the physical environment, plants and animals. 
For human beings, the concept suggests equilibrium in satisfying essential needs: 
economic, environmental, social, and cultural conditions of existence within a 
society.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indissociably linked to the essential social 
and cultural needs of a society and must be preserved for the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is it an inherent part of sustainable development?

But wha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e we talking about? There is 
confusion—very unfortunate in my opinion—which is in the process of becoming 
established in the very use of the expressi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le 
it is true that this expression has been in fashion and has been an unquestionable 
success since its use by UNESCO and it has replaced things that were previously 
covered by various other terms,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it is not limited 

others among you will be addressing in your presentations.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s not a new one. Some researchers put its origins at 
the beginning of the last century, but it is only relatively recently that it has been 
formalised internationally. In fact it is only in 1987 that the United Nations 
released the Brundtland Report, which included the following definition: 
‘Sustainable development is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During the drafting of the convention for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is notion was omnipresent in people’s minds because it was one of 
the foundations of another convention, which was in preparation at the time, the 
one addressing cultural diversity. This latter convention immediately included it 
among its objectives and guiding principles: ‘Being aware that cultural diversity 
creates a rich and varied world, which increases the range of choices and nurtures 
human capacities and values, and therefore is a mainspr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r communities, peoples, and nations’.

It may seem surprising then that in the convention that interests us here, 
the one for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term sustainable 
development only appears once, at the very end of the definition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body of a list of negative limits on what can be consider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consideration 
will be given solely to suc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is compatible with 
exis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as well as with the requirements 
of mutual respect among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and of sustainable 
development. 

We find sustainable development mentioned in only two of the 169 
Operational Directives: 

In Chapter II—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und, directive 73: ‘No 
contributions may be accepted from entities whose activities are not compatible 
with the aims and principles of the Convention, with exis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with the requirements of sustainable development or with the 
requirements of mutual respect among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The 
Secretariat may decide to put specific cases of contributions before the Committee.’

In Chapter IV—Raising awareness abou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use 
of the emblem of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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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ynthetic trees replacing natural pine trees. (It is interesting to note, about 
this example that there is also a different approach to this question: planting trees 
specially dedicated to that practice, creating jobs and economic growth). In the 
same way, various vegetable products or those drawn from animals are used in the 
making of instruments, objects, and clothes linked to traditional cultural practices 
without their actors being aware of the damage that they could be causing. It 
would be naive to think, believe, or lead people to believe that these practices can 
be reconciled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We must therefore make a distinction 
betwee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at cannot necessarily be reconciled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ose of its elements that are and thus can be covered 
by the Convention of 2003.

This brings us back to the question that I asked at the very beginning of this 
presentation: Why is sustainable development so rarely mentioned in the text 
of the Convention and its Operational Directives? This is in fact a false question 
because there is no need to repeat things for them to be heard.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a new one at the time—in an inter-governmental Convention was 
in itself a major first, and it reflected the attention that was paid to the evolution in 
thinking in this regard. The single mention of this concept, unique but absolutely 
imperative and unavoidable, was sufficient to draw the attention of the States to 
the need to comply with this if they wanted to benefit from the advantages of 
the Convention. These advantages are certain with regard to the specific subject 
of the Convention: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lements, but the 
advantages are less so for what has become, unfortunately, the visible part of 
this Convention: registration on the Representative List. As some of you know, 
I have constantly opposed these excesses, which go against the very spirit of the 
Convention. But that is another subject that will require serious thinking, and I 
think that some academic and scientific initiatives are already being taken in this 
regard. 

In closing, let me just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and wish you all success for 
our discussions.

solely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defined by the terms of the Convention for 
its safeguarding. There are two distinct approaches: an anthropological approach 
and another approach governed by the norms established to include a par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ithin the framework of a convention that is intended 
to safeguard the elements of this heritage that are thought to correspond to these 
norms. In other words, the fact that elemen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o not 
correspond to the norms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2003 cannot 
in any way exclude them from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such. A football 
player remains a football player even if he does not belong to a football club. The 
same is true for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s elements will always remain 
part of it even if they do not fall within the framework of the 2003 Convention. 

The issue was already raised at the time of drawing up the Convention 
regarding a subject still thornier than sustainable development: mutual respect 
among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Since the creation of the universe, 
history has been composed of unceasing struggles between individuals, groups, 
tribes, communities, and nations, and their ritual and performance practices, 
their literature, and all of the forms of expression of these individuals, groups, 
etc. were nourished by them and are the reflection of them. I would even say that, 
along with love, they are their main source of inspiration. Not all of thi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all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nvention, and as such, it 
cannot be safeguard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ut nothing forbids them 
from being safeguarded by each of the sovereign states that are concerned about 
preserving their national heritage. The same is tru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ot all of these ancient expressions are necessarily compatible with a concept born 
just a few years ago. We cannot claim that the people practicing a given form of 
expression were concerned, at the time of the creation of this expression, about 
making sure that it preserved for the future an ecological equilibrium that was 
only understood intuitively, if at all. 

Let’s take a commonplace example, the celebration of Christmas in some 
parts of Europe. This holiday involves families acquiring Christmas trees for their 
homes that they decorate and illuminate before throwing them into the garbage 
a few days later. This tradition of Christmas trees led to cutting down millions of 
trees every year. Over the course of several decades, nobody worried about this 
until a recent rise in ecological awareness led to this tradition being modified 



Chapter 1. 
What is the Significance of the 2003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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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In reality, safeguarding ICH (or whatever term one uses)1 has been an important 
issue for the large majority of countries around the globe and their citizens long 
before the 2003 Convention was adopted.2 The ‘problem’ of ICH, therefore, was 
a lack of formal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is reality and a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paradigm that prioritised monumental European cultural forms over 
local and indigenous ones and that, when it addressed traditional culture, it did so 
from a heavily researcher-oriented viewpoint.

The experience of those countries that are Parties to the 2003 Convention 
shows clearly that ICH in all its various forms is a rich social and, often, economic 
and even political resource that provides a variety of possible routes towards 
sustainable models of development. This variety is determined by many social, 
cultural, economic, polit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and is itself part of the 
invaluable diversity of this form of heritage.

1)   Such as ‘traditional culture’, ‘folklore’, ‘traditional folk culture’, ‘popular culture’, ‘living culture’, etc.

2)   For example, Bolivia had proposed, during its negotiation, that the 1972 Convention should cover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well as natural heritage.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2003 Convention and 

the Contemporary Regional and Global 
Significance of ICH

Janet BLAKE
Senior Lecturer

University of Shahid Beheshti, Teh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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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6 and human development7 approaches 
and the publication of the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Culture and 
Development.8 Increasingly, the value of local and indigenous cultures and their 
heritage within the wider society and as a resource for its overall development 
became better understood.9 The adoption of the Rio Declaration in 1992 in which 
sustainable development was first given universal international endorsement 
marked a watershed in this progress, with the ‘third pillar’ constituting socio-
cultural factors and central roles given to participatory approaches and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10 Importantly, both of these development approaches also 
has strong human rights aspects, emphasising human capacities (supported by 
rights) and social justice. Similarly, cultural rights—the ‘Cinderella’ of the human 
rights family—were beginning to receive belated attention both in UNESCO11 and 
ECOSOC (with strong indigenous involvement) in developing a draft Declaration 
on indigenous rights.12 

Although UNESCO and WIPO had been working since the 1970s to develop 
a joint approach to protecting traditional cultures and their expressions through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related sui generis rules), by the mid-1980s, there 
was a divergence whereby UNESCO began to explore a broader cultural approach 

6)   First formally articulated in: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7) Our Common Futu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known as the ‘Brundtland Report’).  One of three ‘pilla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s understood to be socio-cultural.

7)   Developed by Amartya Sen, this approach was adopted by UNDP for its Human Development Reports series 
from 1990. See also, more generally: UNESCO (2000) Change in Continuity – Concepts and Tools for a Cultural 
Approach to Development, Paris: UNESCO.

8)   The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Culture and Development, Our Creative Diversity, was presented at 
UNESCO General Conference in 1995.

9)   UNESCO (1990) The Third Medium-Term Plan (1990-95) (25C/4) at para. 215 noted, for example: In 1990, 
UNESCO recognised the cultural heritage as a living culture of the people the safeguarding of which ‘should be 
regarded as one of the major assets of a multidimensional type of development’.

10)   The Biological Diversity Convention adopted at Rio at the same time also gave a prominent position to ‘local and 
indigenous knowledge, practices and innovations’ in ensuring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t Article 8(j)).

11)   The publication of Halin Niec (ed.) (2001) Cultural Rights and Wrongs Paris: UNESCO represents part of 
the attempt to better understand these rights. This work also led to the later adoption of the 2001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12)   Although it took until 2007 for the UN General Assembly to adopt the UN Declaration on this subject. The 
Fribourg Declaration on Cultural Rights (2007) notes in its Preamble: ‘respect for diversity and cultural rights 
is a crucial factor in the legitimacy and consistency of sustainable development based upon the indivisibility of 
human rights’.

My main objective here is, therefore, to try to draw out some of the main 
lines of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cultural policy and law that reflect the 
growing recognition of the power and value of this heritage. I will also attempt to 
show how the 2003 Convention reflects these trends and what our experience in 
implementing this Convention six years after it has entered into force has shown 
us about these and a few other key questions.

II . The Policy and Legal Context of the Convention’s Development

The International Policy Context
Up until the 1970s, development had generally been conceived as a purely 
economic phenomenon with GDP growth as the main, if not the sole, indicator 
of success; culture was often viewed as a break on development, particularly 
the traditional cultures of the poorer countries. In the 1970s, Africa and Latin 
America experienced an intellectual shift towards ‘indigenous development’ in 
which local and ethnic cultures (and languages) were given greater value;3 culture 
was substituted for the economy in the development model and traditional ways 
of life were emphasised.4 In 1982, the Declaration of the World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5 for the first time articulated a view of culture as a broad notion 
encompassing ways of life, social organisation, and value/belief systems as well as 
material culture; it also, importantly, linked this with the idea of cultural identity. 

In the late 1980s and the early to mid-1990s, important and new thinking 
occurred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theory with the introduction, for 

3)   Lourdes Arizpe (2007) ‘The cultural politic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h.1 in Janet Blake (ed.)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Challenges and Approaches: Leicester Institute of Art and Law. 

4)   Ibid.

5)   The World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MONDIACULT) defined ‘culture’ as: ‘... the whole complex of 
distinctive spiritual, material, intellectual and emotional features that characterise a society or social group. It 
includes not only the arts and letters, but also modes of lif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human being, value 
systems, traditions and belie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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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ies and groups under the 2003 Convention.17 
The heritage of the 2003 Convention is a living and dynamic reality in people’s 

lives and one that is clearly linked to their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Interestingly, many Parties to the Convention have prioritised ICH in their 
national development plans over the last decade.18 Indeed, perceptions of the 
role of the state vis-à-vis local (minority) communities, the private sector, and 
even other states will have to be redefined and new cultural policies put in place 
over time.19 Placing cultural communities closer to the centre of safeguarding, 
reducing the sovereign power of the state to identify heritage and recognising the 
importance of transnational forms of heritage is part of this wider process.

III. Developments on the Regional and Sub-regional Level 

The 2003 Convention recognising the trans-frontier character of much ICH 
represents a significant departure, and it is an unusual example of international 
law accepting the reality that cultures cross and straddle international borders.20 
This is also in keeping with the general approach of recognising that the interests 
of cultural communities and their heritage may challenge purely ‘statist’ concerns. 
The question of how states should treat the heritage and languages of migrants 
and diasporae remains a sensitive one, and the operation of the 2003 Convention, 
therefore, has the potential to inform and eve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in this area.

It is clear that the possibility of making multinational nominations to the 
Representative List has been enthusiastically received by Parties, and there are 
now thirteen such inscriptions, ranging from the inscription of Falconry by 
eleven Parties from different regions to that of cultural practices and expressions 

17)   Despite the fact that the Convention still reserves State sovereignty to a high degree.

18)   ICH is incorporated into development programming, e.g. Viet Nam’s Strategy for Cultural Development 2010-
2020 and Mongolia’s 2008 ‘Endorsement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based Comprehensiv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19)   UNESCO (2000) op.cit. n.7 notes that: ‘ ‘if fully realised [this transformation] … could constitute an epochal 
change in international relations’.

20)   The ‘Bonn’ Convention on Migratory Species (1979) is another rare example of such an approach.

that went beyond the IP one. WIPO’s work since 2000 on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and folklore13 can be seen as the continuation of this endeavour.

The Legal Context
During all this, a paradigm shift occurred within UNESCO’s cultural heritage 
treaty-making. Up to the 1970s, normative activity had been concerned with 
material elements of what often represented monumental and prestigious culture. 
In 1989, non-material and often mundane cultural forms and expressions 
received better recognition in the form of the Recommendation on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 Although now criticised as too heavily researcher-driven, 
this Recommendation was significant for its very existence and made it possible, 
later, for the 2003 Convention to be created as a broadly cultural Convention.14 
In tandem, the Operational Guidelines to the 1972 World Heritage Convention 
underwent several revisions between 1992 and 2005, which increasingly allowed 
for non-material associated elements as inscription criteria well as greater input 
from local communities i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management 
plans.15 

Many of these changes in UNESCO’s cultural heritage law-making have been 
in response to calls from developing and non-Western states to have their heritage 
better reflected in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inscriptions and to move away 
from the Eurocentric emphasis on monumental heritage.16 We can see, generally, 
that the responsibility for identifying and safeguarding/managing cultural 
heritage has shifted from a purely state-driven operation (under the 1972 World 
Heritage Convention) to one that allows for much greater participation of cultural 

13)   Within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established in that year. The Revised Provisions for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Expressions of Folklore - Policy Objectives and Core Principles (2005) [Doc.WIPO/GRTKF/IC/9/4] are one 
important outcome of its work.

14)   Intellectual property rules are addressed in only one section of six, Section E on ‘Protection’.

15)   See: Harriet Deacon and Olwen Beazley (2007) ‘Safeguarding Intangible Heritage values under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uschwitz, Hiroshima and Robben Island’, in J. Blake (ed.)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Challenges and Approaches UK: Institute of Art & Law pp.93-108.

16)   This has been seen also in calls for greater geographic representation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some 
countries, especially in Africa, ICH can constitute as much as 70-80% of its important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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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Some Key Issues from Implementation

A general introductory point is that Parties are implementing the Convention 
within a great variety of contexts, with differences related to political structures, 
social realities, geograph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and other issues. 
Mongolia, for example, is a vast country with a large diversity of ICH forms as well 
as a great variety of social, cultural, and physical environments and so safeguards 
ICH on the basis of administrative regions. Mexico enjoys great cultural diversity 
and plurality of government and civil institutions that also makes it difficult to 
have a uniform national approach to ICH safeguarding and management. In 
Pakistan, in contrast, ICH safeguarding is dominated by one institution, the 
National Institute of Folk and Traditional Heritage. 

In some countries, especially in Africa, traditional community-level ICH 
management still operates, and accommodations may need made between 
customary rules and the ‘black letter’ law. Indigenous populations form a 
significant cultural group in Latin American and Pacific Parties, for example, and 
they generally enjoy constitutional safeguards that positively impact their ICH.

The ICH domains used by Parties generally reflect those of Article 2(2), but 
they usually also have local-specific additions or exclusions. In Egypt, additional 
domains include also folk sirah and protective devices (under oral expressions) 
and practices for preventing evil deeds (under social practices). Korea, with its 
long tradition of inventorying ICH, follows domains that overlap with those 
of the Convention, but these do not cover all its elements,24 with the addition 
of the techniques required for the above elements or any technology vital to 
manufacturing or repairing relevant equipment. The Peruvian inventory domains 
include indigenous languages and oral traditions, traditional political institutions, 
ethno-medicine, ethno-botany, gastronomy, and the cultural spaces directly 
related to such cultural practices. 

Similarly, the criteria used for inventorying have overall similarities to 
those for the Representative List, but with local specificities. A notable aspect 
of the Mexican criteria is that they are divided into two main sets as follows: 1) 

24)   Namely, drama, dance, craftsmanship, other rituals, recreational activities, martial arts, and cuisines.

linked to the Balafon of the Senufo communities of Mali and Burkina Faso.21 In 
some cases, notably, Parties to these inscriptions do not have any other inscribed 
elements, suggesting that this has provided for them an important opportunity 
to have their heritage recognised and to develop capacity and experience in this 
area.22 Equally, these multinational inscriptions have led to several cases of sub-
region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ir safeguarding, such as: Latvia, 
Estonia and Lithuania now enjoy close sub-regional cooperation over the Song and 
Dance Festival and its related ICH while the governments of Peru and Ecuador 
to identify the oral heritage and traditions of the zápara people, and to improve 
understanding and safeguarding of this fragile ICH of the Amazon, its bearers, 
and related environment. 

Different regions (and sub-regions) often have common social, cultur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s well as shared ICH elements, and 
therefore much international cooperation over ICH operates on that basis. The 
main elements found in such cooperative frameworks ar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experience on ICH safeguarding, sharing documentation on shared elements, 
collaborating on developing inventory methodologies, hosting joint seminars and 
workshops, and co-hosting festivals.23 

Various examples can also be found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among Parties of different regions. The Ifa Divination system element is notable 
here since it was carried by enslaved West Africans to the Caribbean and the 
Americas, and inter-regional cooperation could be envisaged on the basis of this. 
Cooperation also exists over shared African and Brazilian heritage.

21)   There are thirteen multinational inscriptions on the Representative List so far, of which: Falconry has eleven 
sponsoring states, one is sponsored by seven parties, two are sponsored by four parties, four are sponsored by 
three parties, and six are sponsored by two parties.

22)   Pakistan, for example, is one of the nominating Parties of the Nowrouz element and it is now working with 
regional countries for inclusion in the list of countries nominating Falconry for the Representative List.

23)   An interesting initiative is the creation of a network of professionals, communities and centres of expertise for 
the Mvett, a common ICH of the Fang community, between four States of the Central African sub-region (Gabon, 
Cameroon, Congo and Equatorial Guinea).  Another regional network is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Study 
of Nomadic Civilizations (Kazakhstan, Kyrgyzstan, Turkey, and Mong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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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common approaches towards enjoying economic benefits from exploiting 
ICH are through handicraft industries and tourism. Artisan-based crafts may 
face difficulties due to their dual cultural and economic character and reliance on 
commercial outlets. Measures taken to respond to these include: providing micro-
credit loans to women to start traditional handicraft businesses; supporting for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marketing of traditional craft products; training 
programmes provided at craftsmen’s ateliers or heritage sites to help ensure the 
authenticity of the ICH; protecting the economic and moral rights of local craftsmen 
and issuing traditional quality certification for craft products; and establishing small 
shops with demonstration workshops to attract passers-by and tourists. There is 
a clear overlap here with the 2005 Convention of UNESCO that could be further 
explored by the ICH Committee. Some ICH elements and sites are being exploited 
for tourism and, hopefully, community-based development. However, the potential 
for distorting the element, disrupting the physical environment, and abusively 
exploiting bearers and cultural community remain a concern. The dependency on 
many elements in the natural environment also poses problems for their viability as 
a result of climate change and deforestation, rural-urban migration, and the loss of 
traditional ways of life and the resources they depend on.

A common theme is the importance of language as the vehicle for transmitting 
most ICH elements, especially in societies where transmission and expression is still 
mainly through oral modes. This is interesting and deserves fuller consideration 
both in terms of 1) how language policies affect ICH and 2) a comparison between 
the realities of ICH safeguarding and the domains of ICH as expressed in the 
Convention. Fur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documentation and oral cultural 
traditions is worth examining: Does documentation enhance the viability of an oral 
form where oral transmission is threatened or does it somehow distort it? Is change 
in the form of an ICH element (to make it more attractive to young people, for 
example) necessarily a threat to the element’s ‘authenticity’ and a potential distortion 
or dilution of it, or an evolution that shows its ability to adapt and a cultural strength? 

Another thus far unresolved issue relates to the fact that several ICH inscribed 
elements are either exclusively male or female in terms of their practitioners or 
have very clearly defined gender roles. This may not, of course, intrinsically be a 
contradiction to fundamental principles of non-discrimination and equality but 
it is worth considering this more fully. Also, communities and groups may wish 

general criteria of elaborating and structuring (fourteen elements) and 2) general 
criteria of community participation (three elements). The Mongolian criteria 
include specific criteria for bearers, which is a significant departure, and the 
role of the environment in maintaining the distinctiveness of the traditional 
livelihood and folk customs. In Korea, these are quite different and comprise three 
main categories, each with detailed sub-elements: heritage value, capability of 
transmission, and the transmission environment. The centrality of transmission 
in these is especially noteworthy. Viability of the elements is taken into account in 
most cases.

Community participation/involvement in identifying and inventorying 
ICH is a key aspect of the 2003 Convention that sets it apart from other cultural 
heritage treaties and may even develop practice of importance to human rights 
law. Most Parties have taken this requirement on board, even if the degree of 
actual participation may differ widely. In some cases, local people propose ICH 
elements for inscription, participate in completing inventory questionnaires, and 
are consulted on safeguarding plans. In others, local interviewers (e.g. community 
members, representatives from local businesses, women’s and children’s 
associations, and educational associations) are used to build up the inventory. 
NGOs also play a role as advisers to state organs in identifying ICH and for the 
operation of inventorying ICH and, in particular, provide expert advice on the 
methodology to be used. 

The importance of ICH to contribute to sustainable development is reflected in 
the policies of several Parties from a variety of regions. For example, The Rawafed 
project in Syria is a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that develops community 
capacities to undertake cultural mapping and culturally informed socio-
economic planning. The 2008 Endorsement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Based Comprehensiv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in Mongolia calls 
for state support for the preservation, protection, and restoration of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The National Programme of the Development of Small Towns 
and Villages of Belarus provides some measures and investments for developing 
the economy and the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of provinces rich in ICH. 
Safeguarding the Otomí-Chichimecas element in Mexico has involved, inter alia, 
a road improvement programme, construction of clean water systems, generation 
of local employment, and improvement in the tourism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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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presentation is called ‘New Trends and Directions in the 2003 Convention’ 
although it is a bit hard to say which trends are new because this is really the 
first round of periodic reporting we are getting. So what I want to do is give you 
a summary of the information received by UNESCO following the start of the 
periodic reporting process. So they are obviously new directions because this is 
the first time. Some results are surprising and unanticipated, and others are to be 
expected.  

Just to sum up, we now have 145 States Parties that have ratified the 
Convention, and that represents 75 per cent of all the Member States of UNESCO, 
and twenty-seven of them are from the Asia-Pacific region. This is really quite 
remarkable, especially when compared to other international treaties. For 
instance, it took twenty-one years for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to get the 
same level of ratification. In terms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this is super rapid, 
a very quick ratific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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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Trends and Directions in 
the 2003 Convention

Tim CURTIS 
Chief

Culture Unit, UNESCO Office in Bangkok

to promote and seek recognition for diverse practices as a legitimate heritage that 
challenge the definition of what can be considered ICH for the purposes of the 
Convention; in such cases, there is a clear conflict between these communities’ wishes 
and the spirit of the Convention and creative approaches need to be found to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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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this table still raises a lot of questions in relation to the listing mechanism 
perhaps not about what is out there in term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ecause I do think my question was a bit provocative. For instance, Africa has a 
lower rate of listed elements. Nobody is going to say—nobody who has spent at 
least five minutes in Africa would say that Africa doesn’t have muc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learly, it is extremely rich wit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ut there are questions of government mechanisms and governance as well as the 
ability to do nomination files, the ability to engage in UNESCO processes, and 
the ability to follow up on all of that. So we need to keep in mind that as much 
as we would like it, these lists do not purely or properly reflect what is actually 
happening out in the world, but nevertheless they do play some positive roles, and 
we’ll come back to this. 

We know that there are three lists in the Convention—the Urgent Safeguarding 
List, the Representative List, and the Best Practices Register, and clearly again here, 
we have a major imbalance. 

The numbers on this table  is of particular concern. For example,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and the Best Practices Register are very far behind the 
Representative List. Some of this is because there was an automatic transfer of the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to the Representative List when 
the Convention went into effect. However, we clearly need to think about what the 
purposes of the Convention are. If the purposes of the Convention are also looking 

One of the things, perhaps, that attracts states, and I’ll come back to this, is 
the inscriptions—the lists. There has been a lot of discussion about the lists and 
the listing mechanisms, pro and against. They have advantages and drawbacks 
in so far as which ICH elements are excluded as well as included—all of these 
questions are relevant. In any event  I think we have some very interesting tables 
here, showing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elements on the lists. And maybe 
I’ll be a little bit provocative to Dr Lee and wonder if we don’t have an Asia-centric 
convention, (as opposed to the what was originally alleged to be the euro-centric 
1972 covention),  with this listing here because we can see very clearly a higher rate 
of listing in Asia and the 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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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d. And I’m going to look at what measures have been taken and the status 
of some inscribed elements, just to cover a few things.

Again, the Convention shouldn’t only be about the lists. The good news is, in 
fact, that a lot of measures have been taken outside of just listing elements. A lot of 
countries have been doing things beyond just submitting nominations for the lists, 
which was what the fear was. From the periodic reporting, in terms of laws, quite 
a number of countries seem to be thinking about laws related to ICH and setting 
them up. They may not have finished that process, but they have engaged in the 
process of reflection. Other countries already had laws, or they are revising their 
cultural heritage laws to include ICH. The latter is the more common approach. 
This has sparked  internal debates about revising cultural heritage laws. And, of 
course, there are countries, for instance, from this part of the world that have had 
long-standing laws. In some cases, there are also discussions as to whether they 
will need to be revised.

A lot of countries are now looking into setting up government institutions or 
ICH departments within their cultural heritage frameworks, which didn’t before 
look at interagency cooperation. Without going into too much detail, a lot of 
countries have reported on how, because of the ICH community-based approach, 
they are looking at decentralising some of their cultural heritage policies to 
provinces. In addition, depending on the country, some have said that they are 
looking into decentralising budgets in that respect. 

They are also trying to run training in some cases, and I’ll return later to how 
this has become a priority for UNESCO—training and capacity building of the 
government— is where the bulk of our efforts have been going.

States are reporting on the involvement of NGOs. Although it varies among 
countries, this is to be expected. And I think Dr Blake made a very important 
point in that an NGO can mean anything. We don’t know what NGO, where it 
is, and what it is doing. There is a wide range of organisations calling themselves 
NGOs. And the States are starting to report on issue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of documentation and public access to materials. So these are some broad 
trends coming about in the institutional capacity issues in the periodic reports 
that we have noticed up to now.

Inventories—because inventories are an obligation under the Convention, the 
periodic reports are necessarily reporting what the countries have been doing with 

at how to safeguar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how to prevent the loss of the 
myriad forms of cultural expressions that are disappearing today, then we need to 
do something to address this imbalance and we need to do something that is going 
to gear the Convention more towards safeguarding heritage that is about to be lost 
rather than just promoting heritage that is, in a sense, quite viable.

In terms of Asia-Pacific, we can see some of the ways the domains are being 
listed. Performing arts is clearly the biggest part of listings, and 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 is the smallest part. Otherwise, social 
practices, rituals, and festive events as well as craftsmanship and oral traditions 
and expressions are very well represented. All in all, I think we are getting a 
relatively good sample even though there are in reality a number of ‘crossovers’ , so 
that actually when we look at 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 that may well fall into social practices, rituals, and festive events. So these 
categories aren’t always completely discrete entities. Sometimes, States Parties have 
to choose among two or three categories to list an element under.

This year, twenty-one States Parties will be required to submit periodic reports 
to the Committee. This is one of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for each 
State Party, every six years, to report what they have been doing to implement the 
Convention. We are now getting our first round of reports, so I will give you some 
information based on those reports and based not only on the formal report for 
the Committee but also on preliminary reports that the Secretariat has al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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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ation and digitisation come into play, that may be detracting from other 
areas and it may be seen as an end in and of itself. 

As was mentioned earlier, sustainable development is the theme of this 
conference, and a number of periodic reports that we have seen as well as through 
the work of some of our colleagues working in interagency UN development, we 
are getting ICH starting to be referred to in some of the development strategies 
and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Sometimes, it isn’t specifically called ICH, but 
it is called cultural customs and so on. But the fact that it is even getting its foot in 
the door of development planning is quite remarkable. In many cases, it used to be 
just shut out.

We have also seen a number of references to tourism. As many people know, 
there is a lot of debate about it—the benefits and the dangers of linking ICH to 
tourism, but I will not go into all the details of that. Another approach that we 
have seen a number of countries take is to provide physical spaces. So there is 
some recognition that ICH may need some physical spaces. What I am specifically 
interested to know is, for instance, in the Asia-Pacific, what is happening in cities. 
I think we may not have thought about that enough. Because of this rural-urban 
migration, a lot of ICH is now being practiced in cities.

We have examples of countries integrating ICH elements into schools—this is 
important in terms of recognition and value—setting up non-formal transmission 
mechanisms, financially supporting schools for performances, and so on. These 
are some of the training mechanisms being reported. In terms of language, which 
is very important to ICH, we are seeing debates in some countries, and some 
are endorsing early mother-tongue education programmes and multilingual 
education programmes. These things are happening more. If we are to take stock 
of the last ten years of the Convention, we are seeing movement in some of these 
policies that are not just about the direct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r the 
listing.

We are seeing more cooperation, and I think ICHCAP is an example of that. 
We have seen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working at ICHCAP, but we are also 
seeing the trans-boundary or multinational nominations and countries sharing 
with research and inventory-making methods and so on. 

We have four category two centres in the Asia-Pacific region being 
established—ICHCAP, here in Korea of course, and one each in China, Japan, and 

inventories. This is one area where things are moving.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approaches, and in my opinion this is a good thing. There are different approaches 
and different ways because—and we are constantly  asked in the UNESCO field 
offices to create a standardised format for inventories—we have deliberately, and 
thanks to the work of the Committee, been saying that we cannot do that. We have 
those for world heritage sites, museums, and illicit trafficking, and we circulate 
them to governments, which helps. But, for intangible heritage, it is very important 
that we not do that because this could distort the picture of what is actually going 
on. So we have been doing a lot of work, and some people in this room have 
been working with countries, to not just do the inventory but conceptualise the 
inventory from the outset and set up frameworks to feed this inventory. 

We are noting, quite satisfactorily, that many countries are mentioning 
viability as one of the criteria or indicators in their inventory. This tells us that this 
issue is coming into play. And we are seeing some variation in the frequency of 
updating—some countries are looking at updating every six months while others 
are processing every one, two, or five years—and I think that is okay.

I think that, as Dr Blake references, there is recognition of communities’ roles, 
and it is mentioned in the period reporting. However, I wouldn’t say that it is fully 
understood or integrated, as it is still a new practice in many places. So we are 
being told that communities are being involved, but we are not being told how in 
most cases. NGOs are also being involved, but in disparate ways, and I’ll come 
back to that later. But there is a good understanding in some places of how NGOs 
and associations can be linked to ICH, and we are seeing a growing role for that. 

Some of the other measures being taken—policies. We are seeing policies 
being put in place and they are being reported. The policies can contain specific 
programmes to support ICH or may be linked, as I said earlier, to decentralisation 
of cultural practice. A number of countries have started funding festivals, and 
these festivals have become a means to engage with ICH. So that seems to be rising 
according to the periodic reporting. With the role of museums, we are seeing 
more and more community-based museums and linkages over the concept of ICH 
coming up in museum policies and programmes.

There has also been a big effort in digitisation, which is good and important. 
But it does carry with it some risks and it does cost a lot of money, so it could 
involve large resource allocations. Decisions would have to be made. And o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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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an emphasis that the listing may have helped again in terms of social 
cohesion—festivals and elements, sometimes with giving recognition to minority 
groups has helped diffuse tensions in some cases. So these are some of the positive 
effects that listing may have. Minorities will feel a sense of pride and feel better 
integrated in the life of the nation. At least, that is what is being reported in some 
of these periodic reports. 

Viability is being referred to, but some of the matter is how to define this 
question of viability. For instance, community-based initiatives are usually the 
safest form of viability, and I think, we should step back and say that the best thing 
that can happen to intangible heritage is that there is no need for government, 
there is no need for UNESCO, and there is no need for experts. That is the best 
condition for intangible heritage—when all of us go home—but that is not the 
situation of the world today. So, we still need to encourage governments to 
recognise that the best way to preserve or safeguard intangible heritage is for 
communities to be doing it on their own. 

In terms of using an indicator for transmission vitality, a lot of countries 
are measuring vitality in terms of the number of practitioners or the number of 
speakers. In fact, it might be more useful to look at the question of transmission. 
Knowing whether ICH is being transmitted to the next generation may give 
a better indication of its vitality than just pure numbers. Nevertheless there is 
almost always the idea of international recognition instilling a sense of pride and a 
sense of reinvigoration to the practice. 

The risks that have been listed haven’t seemed to have changed much. We have 
changing lifestyles, generation gaps, overpowering formal education systems—
the latter of which is an interesting one and it poses a particular dilemma for 
UNESCO, which promotes education for all. But it is true that with a formal 
education system, the younger generation may not have the time, or it may not 
even be put to them to access all of the elements that they would have traditionally 
had access to, in terms of learning ICH. This is an on-going challenge, and one that 
is being discussed even within the education-for-all paradigm. I know that some 
countries have been employing what is called ‘local content’. So 20 per cent of the 
curricula can be done by teachers at the local community level. We are trying to 
create some programmes now under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 
look for ways to incorporate intangible heritage into school curricula and school 

Iran, the latter of which is on the verge of finalising the process to set up the centre. 
There is another category two centre in Latin America and one in Eastern Europe 
that is in the process of being established.

Now, let us move on to the inscribed elements. This is what has come back to 
us through the periodic reporting, outside the question of listing. Reporting the 
status of inscribed elements is a required part of the periodic report. And here is 
the number of elements covered by the twenty-one periodic reports, so not all of 
the two hundred plus inscribed elements. These figures represent the elements 
inscribed during the period covering the report. And we can see the number of 
countries, and once again, we can see a number of countries in Asia, but we don’t 
need to dwell on this. 

In terms of what is being listed as far as socio-cultural aspects, they are 
reporting that, in some cases, we are seeing a contribution to group cohesion and 
a transmission of values, particularly when there are multinational listings have 
been inscribed. Activities have been generated, connecting communities across 
borders, where they perhaps wouldn’t have otherwise been. They have also been 
reporting that there is a need to make more connections with tangible, physical 
elements and spaces. This also links to what Dr Blake was saying earlier about how 
the two conventions for tangible and intangible may come together in the future, 
or at least overlap more. This is also the result that having such a clear delineation 
doesn’t necessarily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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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lso need to keep working to support transmission and integrating some of 
the tangible aspects of ICH. So this is where UNESCO and all our partners need 
to work as we move ahead in the life of the Convention. And some of the other 
challenges we have been seeing that are a bit less technical. There is still a matter of 
ICH ‘instrumentalisation’, perhaps for in-country purposes. We have to be careful 
about this; we have seen conflicts—not open conflicts, but tensions—that have 
emerged over listing, so we need to be careful because the idea of the Convention 
is to contribute to peace, not cause conflict. Nationalising ICH is one of the danger 
areas we may face, or at least one of the areas to be aware of as we move forward 
with the Convention. 

Sometimes festivals, tourism, and performances are leading to the de-
contextualisation of the intangible heritage. This is a danger, even in world 
heritage. It has been called the Midas touch of UNESCO—you turn something 
into gold and you end up killing it by doing so. So, we have to be careful. That does 
not mean that we have to abandon the whole thing, but if we don’t pay attention 
to that, it can have negative effects. And I also think we have to learn how to work 
with the language issues better because ICH is intrinsically linked to language.

So again, I think that was just a very quick overview just to bring you up to 
date on some of the feedback from UNESCO on the reporting processes. As we 
said earlier, the Convention is still very young;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is 
still undergoing review of its Operational Directives; it is still rethinking concepts, 
so we should expect the same for the ICH Convention. I think re-thinking the 
Convention is a positive thing,  as it shows that the Convention is alive, and let us 
hope that we are still doing that in twenty years because that would mean that we 
are still relevant and alive. 

planning. But this is an issue that is going to go on, and we need to work with it. 
Again, there is a lot of listing now and difficulty in maintaining spaces and 

preserving spaces and objects that are necessary for the cultural expressions. So 
we are seeing that there are tangible restraints to safeguarding intangible heritage. 
And that is being reported more and more, whether it is the spaces, the objects 
themselves, or the knowledge to make them that are no longer available. In some 
cases, even the actual materials from which they are made are unavailable, and 
this links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as well. 

In a few cases, there are concerns about commercialisation and violation of 
privacy after  being catapulted into the limelight of UNESCO listing on a global 
level. This can cause additional tensions and problems within communities, and 
there have been a couple of cases where this has become apparent.

Generally, countries have also been reporting on how listing has contributed 
to the goals of the list—to act as an incentive to other communities and to create 
interest and respect for minority cultures for cultural diversity. So overall, there 
has been positive feedback from the countries in which the listing process has 
contributed to these as well as the participation of the communities. It does get 
reported, but I think we still have a great deal more work to do. 

So what are some of the issues faced after the first round that still need to be 
addressed? There is still a lot of concern about policies and laws to ensure access 
to intangible heritage while respecting customary practices governing access to 
ICH. So there is still a big question mark as we go about documenting, setting up 
inventories, and listing with UNESCO—how are these rules and customary access 
being dealt with? That is not clear at all. We probably need to do further work at the 
international level on this specific issue. But the problem is that solutions can only be 
found at the local level; they cannot really be international solutions I don’t think.

And this touches on the issu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rrounding ICH 
documentation. I know that ICHCAP wants to work on this issue next year, but 
to what extent and in which exact way? I know the Convention doesn’t touch on 
the issue of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ICH element  itself; it does ask countries 
to inventory ICH. And from the moment it asks countries to inventory ICH, there 
could and will be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in terms of how those inventories can 
be used and how those documents are circulated. So we still need to do some work 
involving that in terms of listing and the inventorying process. 



Chapter 2.  
How to Safeguard the Value of 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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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mary valu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lies in its ability to create 
locally based knowledge that performers, practitioners, and other participants 
use to contemplate, understand, and act upon their lives. Its scope is utilitarian 
as well as spiritual, ethical as well as aesthetic. Through ICH, local participants 
realise a wide range of benefits—ranging from practical techniques to affirmations 
of individual identity and group solidarity. National cultural institutions that 
programmatically recognise this value develop policy both to help safeguard 
local ICH and to promote cultural diversity, an ethical and political principle that 
recognises the creativity, beauty, wisdom, and legitimacy of the variety of human 
cultures. Cultural diversity at a national level can help safeguard local practices of 
ICH.

This presentation addresses these two areas of institutional policy: on one 
hand, the safeguarding of local ICH, and on the other hand, the development of 
methods to promote cultural diversity at the national level. A central concern in 
collaborating with local communities to safeguard their ICH is sustainability—
the capacity of local ICH practices to maintain themselves over time. To assist 

1)   I wish to thank James Early of the Smithsonian Institution for reading a draft of this presentation and providing 
many useful suggestions.

Sustainability and Cultural Diversity in
Safeguarding ICH: Tools and Perspectives

Peter SEITEL
Senior Folklorist Emeritus
Smithsonian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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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reserving them in archives and other repositories. 
By the time of the 1999 evaluation of this Recommendation and in the 

years leading up to the 2003 Convention, folklore or traditional culture had 
been renam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translation of a Japanese term 
promulgated in 1950 as part of a program for safeguarding important features of 
Japanese culture in the face of Westernisation. UNESCO’s strategic intent became 
the development of policy to preserve the living cultural forms, the processes of 
cultural production, not merely its products. A UNESCO definition of ICH was 
required as a basis for this policy.

Thus, the 2003 Convention states that ICH is to be defined as ‘practices, 
representations, expressions, knowledge, skills—as well as the instruments, 
objects, artefacts, and cultural spaces associated therewith—that communities, 
groups and, in some cases, individuals recognise as part of their cultural 
heritage’. Practices are granted pride of place; knowledge is present (but its 
crucial relationship with practice is not noted); some products of ICH processes 
are mentioned (representations, expressions, objects, and artefacts, in addition 
to knowledge); and the very important feature of cultural space in which ICH 
practices are performed. At the center of the definition, however, are the practices 
of ICH, and these are the objects of the policy prescribed in the Convention. 
Broadening the perspective on ICH from a narrow focus on cultural products to a 
wider vision centred on processes informs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safeguarding policies for living cultural practices. 

Broadening the perspective even further, we can understand living ICH 
practices, which produce songs, rituals, dramas, crafts, agricultural techniques, 
medicinal treatments, etc., as patterned forms of social interaction that have a 
relatively stable structure that persists over time and are shaped by cultural values. 
That is, ICH practices can be understood as social institutions2 with particular 
roles, norms, and modes of material exchange. Like other social institutions, 
living ICH practices reproduce themselves through recruitment, training, and the 
possible control of access to non-shared information. Like other social institutions, 
they help to reproduce society as a whole by creating the utilitarian and aesthetic 

2)   Institution is used here in a social anthropological sense, as set forth by Malinowski and others; however, its use 
here does not imply a strictly functionalist theory of social organisation. 

policy development in this area, I propose a conceptual framework that enriches 
the idea of ICH expressed in the 2003 Convention by employing the concept 
of social institutions. I hope to show that this idea, which is already implicit in 
the Convention, offers a perspective that facilitates the observation, analysis, 
discussion, and planning of sustainability in ICH.

The second part of the presentation describes and offers an institutional 
method for promoting the value of cultural diversity at a national level—a digital 
tool that facilitates the curated dissemination of recorded ICH performances. 
Curating performances, that is, framing them in an engaging, respectful, and 
understandable way enhances their ability to communicate their value. It helps to 
legitimise their ICH practices at a national level and promotes a place for ICH and 
its practitioners in a national cultural dialogue. 

I. A Wider Conceptual Frame: Social Institution 

It was certainly necessary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ICH stated in 
UNESCO’s 1989 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 to develop the 2003 Convention. I believe it is also necessary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ICH stated in the 2003 Convention to develop 
policy for collaborating with local communities to safeguard ICH in a sustainable 
way. 

In the 1989 Recommendation, ICH (then termed folklore or traditional 
culture) is defined as ‘the totality of tradition-based creations of a cultural 
community’. The substantive ‘creation’ is then qualified according to some aspects 
of folklore theory, and examples are given: ICH is those creations ‘expressed by a 
group or individuals and recognised as reflecting the expectations of a community 
in so far as they reflect its cultural and social identity; its standards and values 
are transmitted orally, by imitation or by other means. Its forms are, among 
others, language, literature, music, dance, games, mythology, rituals, customs, 
handicrafts, architecture, and other arts’. What is to be emphasised here is that 
ICH is defined as ‘creations’, that is, products or items, the results of cultural 
processes. The recommendations that followed in that document are mostly aimed 
at safeguarding this cultural patrimony by recording and collecting these products 



044 • 045Creative Value of ICH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rms over those more recently imported into the local ICH from international 
media. But more importantly, I think we can agree that any change originating 
in a relationship with a collaborating institution would be unacceptable if it 
weakened the production of utilitarian, aesthetic, and ethical knowledge in ICH 
processes. It would be unacceptable, for example, to decrease the autonomy of 
ICH practitioners by subordinating them to a larger institutional process—like 
poorly run festivalisation or cultural tourism—in which practitioners may neither 
augment their knowledge-creating practice nor gain sufficient material support. 
In the safeguarding of ICH that is informed by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the 
highest value is placed on sustainability, that is, the ability of an ICH process to 
maintain and reproduce itself as its participants continue to create the knowledge 
that addresses local historical conditions. 

There is a further implication to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on safeguarding 
ICH. Because social institutions, including those of ICH, are complex and 
because relationships among institutions are interwoven, the possible strategies 
for collaborating with local communities to assist ICH practices to attain 
sustainability are many. Those that immediately come to mind include, in addition 
to direct subsidy of ICH practices, the use of communications media to provide 
performance venues and marketing for crafts production, media recordings of 
various types and for various purposes, the use of microfinance and cultural 
tourism, and the periodic housing of ICH processes in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multiplicity of possible approaches to the sustainable safeguarding of ICH 
spans a variety of types of collaborating institutions: national cultural institutions,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educational institutions, development agencies, 
local arts agencies, etc. It would thus seem that a crucial area of safeguarding 
practice would be lively cooperation among collaborating institutions, from the 
sharing of project information to the joint planning and execution of particular 
projects.

forms that sustain social life and the ethical knowledge that informs it. Like all 
social institutions, they coexist with other institutions in various and potentially 
complex relationships: interdependence through various kinds of economic and/
or strategic support or as smaller institutions included within larger ones.

Understanding ICH practices as social institutions makes several things 
clear: First, that change in ICH is inevitable. As social institutions transform 
themselves to meet the needs of a developing social and natural environment, 
other institutions adjust their practices to actively respond to the systemic change. 
A living ICH practice does the same. Second, ICH practices become endangered 
when components of a formerly reproducing institution become weak or 
inoperative—local audiences do not provide sufficient support for performances; 
local markets do not support craft; recruitment processes of performers, craft 
workers, or healers do not replace the membership; or the loss of an exchange 
relationship with providers of raw material curtails craft production. 

Further,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can lead to a better appreciation of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culture bearers and the national 
cultural institutions that seek to safeguard their ICH. These institutions—like 
the Smithsonian Institution, ICHCAP, or a development agency—can be termed 
‘collaborating institutions’, and in this perspective, their role is to safeguard ICH by 
planning with local communities to provide the institutional components a local 
ICH practice needs in order to sustain and reproduce itself. But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suggests that this new func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institutions 
most likely leads to change in ICH—and in the collaborating institution as well if 
it learns from its practice and is democratically organised—just as any change in 
the social environment may cause a particular institution to change. This poses 
the question: as members of collaborating institutions that plan to work with local 
communities in safeguarding ICH, what kinds of change are acceptable to us and 
what kinds unacceptable? 

Intended and unintended cultural change is a complex topic, with 
implications for project planning and evaluation on one hand and for personal 
and professional ethics on the other. Broadly, though, I think we can state that 
among the acceptable changes would be those that encourage the cessation of 
ICH practices that violate international ethical norms, also probably acceptable 
would be those that encourage the valorisation of older, indigenous aesth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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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a Windows-based PC and broadband access to the Internet, is to see it at the 
following link: www.performedwords.org/synchrotext.htm Your computer needs 
to be equipped with Apple Quicktime, and you may be prompted to install Adobe 
Shockwave; both are free programs downloadable from the Internet. You need do 
this only on the first time you visit the site.

To get an idea of Synchrotext if you have a Mac, you unfortunately can only 
view a Flash tutorial. The link to this is at the bottom-right of the introductory 
page www.performedwords.org—a planned update will run on a Mac as well.

If you do not have a broadband link to the Internet, I offer the following image:

Here is the Synchrotext player with an audio file loaded and paused, as you can 
see, a little more than 26 minutes into a sung narrative, on line number 361. (The 
player also handles video files as demonstrated below). The example comes from 
Kajango as sung by the bard Muzee; it is one of the heroic ballads in the Haya 
heroic ballad library on the Performed Words website. I recorded this performance 
during my initial field research in north-western Tanzania, 1968 to 1970.

The screen has the following features. In the large top window is a 
transcription of the audio recording in the Luhaya language, which is written with 
the Roman alphabet. In the bottom window is an English translation. As the audio 
file plays, the transcript and translation scroll upward automatically in unison; 
the paired corresponding lines are indicated by pointers on the left margin of 
each window. In the columns on the right are two- and three-letter abbreviations 
of words that constitute links to particular kinds of contextual information: ‘pic’ 
refers to pictures or images of items or activities mentioned in the ballad; ‘fn’ refers 

II. An Empathic Dialogue: Cultural Diversity in the Dissemination of 
ICH

Cultural diversity names an element of ethical knowledge that grows from an 
embrace of cultural difference as a defining human condition. It developed as 
a concept in a historical context shaped by decolonisation, globalisation and 
resistance to it, identity politics, and the continuing political evolution of multi-
ethnic states. Cultural diversity informs social strategies that promote equal 
participation in society and lead towards empathetic understanding and mutual 
respect and away from dogmatic ethnocentrism and the conflict it supports. 
Cultural diversity is taken to be the basis of legal rights of individuals and groups 
to practice aspects of their culture, of special commercial regulations for particular 
cultural goods and services, and of responsibilities of corporations to create 
conditions for equal participation by all constituent groups in a multiethnic state. 
For national cultural institutions and others that engage in ICH safeguarding, 
cultural diversity promotes inclusion for all culture-bearing groups in all aspects 
of institutional practice not only in the provision of cultural content but also 
in its interpretation and its production in institutional representations and in 
the policymaking and administration of the cultural institution itself. Cultural 
diversity also sets a goal of developing ways to disseminate representations of ICH 
so as to promote mutual respect and understanding. It is in pursuit of that goal 
that I present the software I have developed.  

Disseminated representations of ICH can work to support mutual respect and 
understanding when they encourage a relationship of empathy—an imaginative 
and intellectual connection between the feelings and ideas expressed in a 
particular performance or other artwork and those present in the observer. ICH 
can be disseminated in ways that encourage this ethical and aesthetic dialogue.

The digital tool I have developed, called Synchrotext, supports this empathic 
dialogue. It encourages one’s engagement through an interactive viewing 
experience, and it strengthens one’s intellectual and imaginative grasp by 
providing multidimensional information on the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 in 
which an ICH performance was created. 

The current version of Synchrotext software is available via www.
performedwords.org. The best way to experience how Synchrotext works, if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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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aged viewer’s powers of intellect and imagination for an empathetic dialogue 
with the represented performance. 

Synchrotext can also be used to encourage this dialogue with video recordings 
of ICH. Consider the following screen shot:

This shows a video presentation paused with a commentary window open 
displaying a textual comment. This particular presentation has been published, 
stored, and played locally, from a CD-ROM or other storage device, not from the 
Internet.

 Three small button controls in the upper left of the video player select the 
image size; a larger image reduces the number of adjacent lines of transcript that 
appear. The small box at the bottom left of the open annotations window has been 
checked so that during playback the player automatically displays a particular 
kind of comment when encountered. The Elizabethan English of this presentation 
of Macbeth is glossed automatically, when needed, as the player runs with the 
annotations window open. 

Synchrotext presentations are assembled with a separate editing program, 
which can create presentations to be played both locally from a CD-ROM disk or 
other storage media and on the Internet. These features enable Synchrotext to be 
used in areas where broadband access is not available. 

Synchrotext’s separate publisher is freely downloadable from http://www.
performedwords.org/publisher/synchropub.zip. Separating publishing and playing 
functions simplifies both; the software is intended to enable people with only 
moderate computer skills to assemble synchronised presentations. How easy is the 

to footnotes that provide local historical and cultural information and explications 
of poetic images; ‘sty’ refers to stylistic commentary that analyses poetic forms 
in the ballad. The number of possible comment categories and of individual 
comments on each line is unlimited and is determined by the editor of a particular 
presentation. When a user selects a particular comment, the player pauses and 
another window opens, like this one:

Here the fantastic image in line 362, ‘Chameleon draws off mash’, part of a 
larger sequence in which reptilian spirits brew beer, is explicated by a photo of this 
part the brewing process demonstrated by a neighbour. 

The observer controls the flow of the bard’s performance with the player 
controls at the bottom of the screen and chooses the commentary he or she wishes 
to see. Controls at the bottom move the point of playback forward or backward on 
a line-by-line basis. Other methods of navigation are also possible and are visible 
on the screen.

A viewer is thus engaged in playing and pausing the performance, in deciding 
what kinds of supporting information he or she would like to have, in repeating a 
passage if desired. The viewer integrates the sound of a recorded performance with 
its transcription, translation, and explication within an experiential framework 
that is collaboratively created by both performer and viewer. The linked 
commentary is crucial to this experience, for it generally contains the knowledge 
that a performer expects an audience to have as he performs for them—knowledge 
of themes and patterns based on other local texts, practices of ICH, and historical 
events. That is, the commentary contains local expert knowledge that supports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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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ft to right are designed to simplify publishing as much as possible. 
Synchrotext software is designed for use by both scholars and local 

communities. Its player provides an interactive interface for recorded ICH 
enriched by contextual information implicit in the performance. Presented in 
this way, the performances can engage a user’s intellect and imagination to create 
conditions for the empathic understanding that supports cultural diversity. 
But the player also can contribute to the mission of archives that collect ICH. 
Synchrotext—or other software like it—can provide a creative interface between 
archival holdings and a variety of users, particularly the practitioners of local 
ICH. Recorded performances annotated with implicit contextual information 
can provide community members not only cultural memory banks and libraries 
of classic performers, styles and repertoires for upcoming performers but also 
educational materials adaptable to a variety of learning contexts. The archival 
interface would of course serve scholars and, as we have seen, the general public as 
well.

Synchrotext is functional, but far from perfect. Obvious flaws are its lack of 
support for East Asian writing systems and for the Macintosh operating system. It 
needs its planned upgrade. 

Synchrotext is a tool for promoting cultural diversity and for supporting local 
ICH practices. It links ICH to broader information networks through an interface 
tailored specifically for its needs. I hope you can use Synchrotext, or at least the 
ideas in it, in your practice.

process? Here is a screenshot of the publisher:

The tabs across the top of the screen access separate work spaces, each designed 
to facilitate a particular set of publishing tasks. In Libraries, one begins or recalls 
a synchronised work for editing. In Start and Introduction, an editor composes 
two pages that name, give the screen credits for, and introduce the synchronised 
work. In Media, one specifies and imports the recording to be synchronised. In 
Layout, one chooses the video-image size the player will display on opening. In 
Transcription and Translation one enters or imports the texts and coordinates 
their formats so that they will scroll together exactly. 

The figure shows the player open to the Synchronize tab. In this space, the 
editor starts the media playing with the controls near the bottom and inserts 
‘synchpoints’—media time-code values that specify points of correspondence 
between text and sound. This is done on the fly by pressing the keyboard spacebar 
at the desired moments. One reviews this process, correcting and/or fine tuning 
the time-code values by entering numbers in the window on the right about half-
way down or using the arrows to move the synchpoint forward or backward in 
1 second increments. The scale at bottom centre decreases the playback speed if 
desired to assist synchronisation.

On the Annotations screen one specifies the categories and formats of 
commentary and enters individual notes. Finally, one uses the Preview tab to 
see how it all goes together, and the Publish tab to choose the Internet or local 
storage media as the destination of the published work. The separation of tasks on 
different tabbed screens and the linear progression of the tabbed processes from 



052 • 053Creative Value of ICH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as a Problematique

The title I was given in the first place was ‘No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afeguarding from the Perspective of Sustainable Development’. But later, I 
found that the original idea of today’s conference was not simply sustainable 
development; it was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Adding ‘human’ between 
sustainable and development means that we have to be triply critical or critical in 
at least three stages or dimensions when we think about development. 

The first stage now constitutes part of our common sense: criticism on the 
conventional idea of economic development. The second stage is familiar, too. One 
of the most widely quoted definition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s that it would 
‘meet the basic needs of the present generation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needs’. However, we now realise that sustainable 
development can mean different things to different people. Critical reflections on 
the idea of sustainable development require us to think about class division and 
issues of power and inequality within the present generation. Many in the present 
generation do not believe that they can afford to neglect their present needs when 
their very survival is at stake. Even though we cherish the idea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our heart and mind, it does not provide ready answers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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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The Human Factor: What Does It Mean to Sustain a Community 
or Preserve Cultural Heritage? 

In a rapidly globalising environment where nations are engaged in competition for 
inscribing their local ICH as part of their national identity, ICH safeguarding may 
involve not only preparing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but also exercising 
selective pressures, offering certain channels of development, and providing 
subsidies and incentives. The nation may have every reason to intervene in the 
lives of the members of the local community to enhance its prestige by jealously 
safeguarding its intangible heritage. However, it is the lives of the individuals, 
groups, and members of the local community that national governments and 
professionals want to influence. It is the individuals, groups, and members of the 
local community that are to make choices and decisions for their lives. This notion 
reveals the very nature of cultural process.

From the perspective of sustainable development or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ICH safeguarding presents uniqu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ervation of ICH on the one hand and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on the other is dynamic and often embarrassingly 
conflicting. 

Some of the most convenient ways to achieve a higher level of human 
development often involve greater use of natural resources and exploitation of 
environment. Those who we reject this course would search for a balance between 
development and environment. Of course, this aspiration for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is not without problems. However, when it comes to safeguarding 
ICH, the question becomes far more complex. That some intangible heritage 
elements require exploitation of certain already endangered resources—for 
example killing a whale—might be a small problem compared to the huge task of 
deciding which individuals, groups, or local communities should be chosen to be 
helped to sustain their way of life for the purpose of safeguarding its ICH.

What we really have to think about is what it really means to safeguard ICH, 
which is fluid in nature and, therefore, must always be changing, developing 
further, or withering away. Is it really appropriate for outsiders with good 
intentions, be they government officials, scholars, or other professionals, to 
intervene in the lives of others by deciding which cultural heritage to preserve and 

protecting the environment and meeting human needs do not go hand in hand 
smoothly. The predicaments we face every day in the field may call for negotiations 
and compromises instead of principles.

When we move to the third stage, we really have to face the dynamic and often 
embarrassingly conflicting relationship between preservation of ICH on the one 
hand, and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on the other. We know very well that 
the go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may conflict with that of human development, 
because the achievement of a higher level of human development might involve 
greater use of resources. This would alarm environmentalists and many others 
devoted to the idea of sustainable development, but our problem does not stop 
here. 

We really have to ask whose human development we are talking about. 
ICH safeguarding is usually expected to help human development in the local 
community concerned, but this is not necessarily so. Depending on the choice of 
concrete measures and policies taken to safeguard particular intangible heritage, 
the implication on human development can be quite different. They can open or 
limit individual choices and careers, curving and channelling desires and energies 
by offering subsidies or economic incentives. The designation of human treasure 
status to certain individuals and groups may end up in generating preposterous 
advantages or monopolies and stifling creative competitions. Further, it might 
fossilise the intangible heritage and prevent it from developing further or 
withering away in an overzealous and often misguided effort to preserve what 
can be recorded, studied, and imitated, but not preserved. Still further, it might 
encourage individuals and local communities to depend further upon subsidies 
and incentives instead of developing strength and resources to become more self-
reliant. 

ICH safeguarding is a notion full of tension. The preservation of ICH is 
not something we can take for granted or expect everybody to agree without 
reservation. It is not simply because of the not infrequently found practices 
justifying gender inequality or undermining basic human rights in the name of 
tradition. On close observation, we find that the very idea of ICH safeguarding is 
full of potential conflicts and contentions because intangible heritage is premised 
on the existence of people, individuals, groups, and local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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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changes have been found to be too much for some individuals and groups 
to swallow. Some were hurt and angry; they were afraid that such changes would 
alter the identity of the ritual or performance itself permanently. 

Perhaps commoditisation and commercialisation are the two most frequently 
used expressions to describe and criticise the situation. However, it is not only 
scholars that lament commoditisation and commercialisation. Many government 
officials and other professionals view cultural accomplishment as antithetical 
to commoditisation and commercialisation. The result is a tendency to regard 
cultural heritage as something to be protected from the destructive and 
contaminative effects of commoditisation and commercialisation.

However, some cultural heritage elements developed in the process or as result 
commodity production and commerce. We should not forget that many people in 
traditional societies were engaged in production for markets and commerce, if not 
capitalist production and distribution. The tug-of-war in Dangjin that I am going 
to mention below provides an interesting case. It seems that commercial interests, 
among many other reasons, played a rather large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is 
cultural heritage. 

This means that we should be extremely careful when we denounce cultural 
tourist practices as commercialised and, therefore, corrupted and no longer 
genuine. Not all the practices that make the best commercial use of cultural 
heritage are bad. There are simply good practices and poor practices, I believe.

The tug-of-war in the Dangjin area was designated as Important Intangible 
Heritage by the Korean government in 1982. Now the municipal office and the 
people of Dangjin are interested in inscribing it on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and they hosted a special conference on multinational inscription in June 
2012 together with ICHCAP. 

When I began to look at the materials on the tug-of-war of Dangjin to prepare 
for my presentation at that conference, I came to note some interesting passages 
in the report prepared by a folklorist. There are several different stories about the 
origin of the tug-of-war in Dangin, but they usually agree on the express reason 
why the tug-of-war was introduced—it was a means to pacify the earth or the 
spirits residing in the earth that were responsible for an earthquake and tsunami 
that happened long ago and killed many people and destroyed villages and towns, 
forever changing the landscape of Dangjin. This is why there are Confucian and 

which not? 
If it is deemed nice and proper to select individuals, groups, or local 

communities worthy to save, it implies that you can safely leave other individuals, 
groups, or local communities to fate in so doing. If it is deemed nice and proper to 
select certain ICH worthy enough to safeguard, it also means that you are leaving 
other cultural heritage to the vicissitudes of life. 

So, safeguarding ICH runs the risk of making political decisions for other 
people’s lives as well as their ways of life, using such leverages as prestigious 
international inscription, direct subsidies and other economic incentives, and 
most of all, cultural tourism.

III. Commercial Turn: A Case Study in the Tug-of-War in Dangjin

Cultural tourism has perhaps been one of the most popular answers to the 
question of providing material economic basis for the local communities and 
people who try to find the means to maintain their heritage in a world driven 
increasingly by market forces. Many successes and exemplary cases have been 
reported, and many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scholars and other 
professionals seem to find in cultural tourism a lifeboat for cultural heritage in the 
latter’s struggle for survival in the stormy sea of capitalism and globalisation. 

However, there are doubts and concerns. What if cultural tourism brings 
about commercialisation and transformation? Will cultural heritage lose its life 
meaning and suffer corruption and degeneration? Tourists might be happy if parts 
and sequences of funerals, marriages, birthday parties, New Year celebrations, 
thanksgiving celebrations for harvests were staged at the same time in the same 
location. 

Many academic and practicing anthropologists are involved in cultural 
tourism. But anthropological literature on tourism is also full of pathetic situations 
and embarrassing problems that people and local communities have experienced 
when they have had to make changes in their rituals and performances in terms of 
time, frequency, length, location, material, dress, participants, etc. in an effort to 
attract more tourists. 

Some changes have been acceptable and tolerable, if not always welcome;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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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increase the frequency of the event from once in four years to once every year. 
Such a measure would help the tug-of-war in Dangjin take position in the calendar 
of tourist agencies as an annual event, contributing to the increase of tourists to 
Dangjin.

Nor would it be a problem at all if the municipal government asks and 
organises the participation of college students in the same province and soldiers 
from army units stationed in the area. The traditional spirit of the tug-of-war in 
Dangjin would be better served if we can have the tourists themselves participate 
in the tug-of-war. 

IV. Concluding Remarks

If the individuals, groups, and local communities are the ones who decide whether 
to sustain themselves or safeguard their cultural heritage as well as how to do it, 
they should be able to find human and economic resources needed for it. If they 
decide not to sustain themselves or safeguard their cultural heritage, we might feel 
very sorry, but we have to respect their decision, provided that it is an enlightened 
and democratic one. 

Whether they choose non-commercial methods or the way of commoditisation 
and/or commercialisation in their decision for the future of their cultural heritage, 
we have to respect such decisions. We may help them make wise and informed 
decisions by providing moral support and/or professional help, but we must 
refrain from criticising them for corruption or loss of genuineness or exercising 
undue pressures to influence their choice.

Cultures do change, and we have to admit that ICH does change. We should 
not attempt to make decisions for them in the name safeguarding cultural heritage 
or sustaining and developing them and their communities. We can only hope to 
help individuals, groups, and local communities in their efforts to sustain and 
develop themselves by helping them make wise and informed decisions.

shamanistic rituals during the tug-of-war festival period. 
What intrigued me was the records and recollections, which were corroborated 

by many old participants living and dead, that the people of the nearby 
agricultural villages were responsible for providing the material (rice straw) and 
the actual making of the rope by using some traditional weaving machine made 
of wood, which was kept in a pond for future use after the rope twisting was over 
while the merchants in the town of Dangjin would contribute rice or money. 

Twisting the huge rope took a month or more, and the rope would be carried 
to several different places before it was finally hauled over a pass to its final 
destination where the tug-of-war was going to take place. Many people say that 
the hauling of the huge rope up the pass was quite strenuous, and a huge crowd 
from all over the province would gather to take a look at the spectacle and cheer 
those who were hauling the rope up the hill. Food and drinks were offered to help 
the effort, and more food and drinks were consumed after the rope reached the 
battleground. 

The actual tug-of-war was very short. When the winner and the loser were 
declared, the crowd would hurry to the rope to cut and take a piece of the rope and 
bring it home for consumption in the belief that it would bring fortune and health. 
As it was said that they would have a good harvest if the villages on the upper side 
won and that they would enjoy national peace if the villages on the down side 
won; it does not seem that those who tugged the rope in the tug-of-war did not 
really care. What really mattered was that they had a good time. It must have been 
great for the people of Dangjin to attract a huge number of people from towns 
and villages from far and near. Dangjin was a very old town with a long history 
in shipping and trading. Small and large merchants, including inn keepers and 
restaurant owners must have enjoyed good business during the whole event and 
would have gone very far to attract a crowd as huge as possible and have a festive 
and memorable event as big and successful as possible. 

Tug-of-war in Dangjin seems to me to have developed and patronised, if not 
originated, in the spirit of commercialism in traditional Korea. It is not a purely 
ritualistic event performed to pray for safety and peace in a traditional society. It 
was an event organised with some conscious design on the part of the merchants 
of Dangjin to attract people to boost business and increase the prestige of Dangjin. 

If this is so, it would not be a serious problem for the municip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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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is presentation basically focuses on two themes: (1) the meaning of loss and 
risk in the context of cultural dynamics and (2) the possible articulation between 
cultural safeguarding and social development projects. 

I argue that the loss or abandonment of ICH elements by cultural communities 
does not simply point out at the impoverishment of cultural repertories, but often 
makes manifest social conflicts and changes which may sometimes be desired 
by some social agents, yet seen as undesirable by others within the same social 
formation. Furthermore, I believe that the safeguarding of ICH, particularly 
endangered social practi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can be a crucial 
component of social development programmes, above all in relation to education, 
in raising family income, as well as in strengthening senses of identity and self-
esteem of minority groups. 

My reflection is based on experience and direct observation carried out in 
various socio-cultural contexts; however, given the limits of time and format set 
for this Conference, these issues will have to be treated here in abstract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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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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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ity of the cultural elements “that communities, groups and, in some cases, 
individuals recognize as part of their cultural heritage”2. But if we adopt the emic 
distinction suggested here between desired and undesirable changes, it becomes 
equally relevant to know (1) who, among the social agents, has awareness of this 
loss; (2) what values are attributed to the elements considered as being “at risk” 
and (3) what expectations exist among the ICH holders about the future of these 
cultural elements. 

Let’s reflect a bit about these questions. I have observed that ICH holders 
frequently attribute risks to the continuity of their heritage to the depletion of the 
material resources needed for their production. Indeed, traditional knowledge and 
cultural expressions often become endangered for socio-environmental reasons. 
Another commonly declared risk is the lack of interest among young people in 
giving continuity to heritage practices, due to the hegemonic force of the values 
professed by the mass media and social networks. 

But a closer look to the matter can also point out to quite complex problems of 
a different nature. It is not rare that certain ICH practices are subject to prejudice 
and intolerance. At more than one occasion impediments – at times explicit and 
formal – to the performance of rites related to ancestral cults and harassment 
against the public exhibit of ethnic symbols were emphatically pointed out to me 
in workshops on inventory making as practices that placed the continuity of ICH 
at risk.

I have also witnessed contradictory situations, in which safeguarding actions 
that were considered quite successful by ICH holders were seen as undesirable by 
other community members because the effectiveness of these actions contributed 
to the destabilization of hierarchies and power relations based on gender or age 
differences. In at least two projects carried out by Artesol3 in Northeast Brazil, I 
have encountered dramatic situations in which husbands sought to impede their 
wives – even through physical aggression – from participating in safeguarding 
actions. These men, unemployed or very poorly paid, felt their traditional position 

2)   Convention for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t.2, Para.1. 

3)   Artesol – Solidary Crafts is a Brazilian NGO that has developed since 1998 more than one hundred projects 
aiming at safeguarding traditional crafts as well as increasing family income, social inclusion and gender equity. 
See www.artesol.org.br.   

I. Preliminaries

My argument is built up around the following themes:
Considering the dynamic and mutable character of any social practice, 

including tha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well as taking in consideration 
the fluidity of the meanings attributed to them by social agents, it can be asked: 
in what circumstances can changes signify, in the wording adopted by the ICH 
Convention, “great threat or risk to the viability of ICH”1 

Accepting the premise that the safeguarding of ICH can be an ally in the fight 
against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which is an absolute priority in developing 
countries, it can be asked: what parameters and limits should support their 
inclusion in development programs, to what extent and under what conditions is it 
possible to keep a balance between safeguard and use?

From this perspective, what contributions can be offered by organizations 
outside the heritage communities – government agencies or not – to confront the 
risks faced by the continuity of ICH in developing countries?

II. Loss and Cultural Change

It is known that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are inseparable from the 
transformation of values and worldviews that give meaning to human experience 

Everything that is transformed is potentially disappearing. If loss or 
destruction are necessary ingredients for constructing the future in any 
society, safeguarding policies must distinguish between changes that signify 
the impoverishment of the cultural repertoire on which depends the viability 
of an established way of life, from those that arise from historical development 
and cultural dynamics and are consistent with the futures desired by cultural 
communities.

ICH inventories can – and in my opinion must – investigate threats to the 

1)   Operational Directiv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for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hapter I.1Criteria for inscription on th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Criterion U.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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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value is a double faced reality in the sense that it is attributed by the practicing 
communities and must necessarily be recognized by safeguarding institutions 
on a local, regional or international scale. As a consequence, patrimonialization 
encapsulates quite relevant political and ethical problems, particularly when 
there are significant social and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the parties involved 
(ARANTES, A. 2012). This being said, one should agree that independently from 
the political base of the dialogic aspect of patrimonialization (built on the basis 
of inter-cultural dialogues, negotiations and, not rarely, misunderstandings), the 
bottom line is that it is the dominant groups, represented in the safeguarding 
institutions and by them, that give to selected aspects of cultural realities their 
legitimacy as heritage goods, providing access for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to the possible benefits derived from this condition. 

Expanding a bit more on the topic of communities’ participation in 
safeguarding , it is important to highlight the fact that interventions that seek to 
control or mitigate the circumstances that produce the loss of cultural elements 
depend not only on the agreement of the practitioners, but on their political 
decision to effectively incorporate these practices in their plans for the future, 
probably developing them on new bases, as well as of their disposition in engaging 
in mid to long term projects, given that the results of these interventions are 
unlikely to be immediate. 

In discussing the safeguarding of endanger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developing countries, one must also take into account risks provoked by 
processes that do not concern internal conflicts and tensions. I am referring here 
to movements caused by war, by large agribusiness or infrastructure projects, or 
to prolonged droughts or floods. In these situations, populations are forced to 
abandon settlements and territories that they have occupied for time immemorial. 
These are events in which are destroyed material goods and instruments of labor; 
in which the social fabric that provides the bases of sociability and of solidarity 
becomes unraveled. These are situations of crisis in which the abilities and 
knowledge that have been created, transmitted and improved over the generations 
become relatively obsolete and inefficient, yet the continuity of the cultural 
communities’ ways of life often depends on these threatened traditions.

In my understanding, the production of new conditions needed for the 
continuity of ICH in such situations depends on attributing a broader meaning 

of dominance in the domestic realm threatened by the success of their wives at 
work, their growing public visibility, prestige (inside and outside the community) 
and – above all - financial independence.

Observing concrete situations, over the mid to long term, has also led me 
to realize that the loss or abandonment of ICH does not always take place in 
a definitive character. As there have been demands for repatriation of objects 
conserved in museum collections to their places of origin, the revival or 
reinvention of traditional practices and knowledge has been quite frequent in the 
(re)construction of nations, and empowerment of ethnic and social groups. 

Yet, once heritage practices have been interrupted - even if temporarily - 
serious problems arise for its transmission. The cultural competence demanded 
for the practice of traditional crafts and for the performance of oral genres, music, 
dance, etc is found, to a large degree, inscribed in the body of their executors. 
They are manifested through the execution itself, absorbed by mimicry and 
refined through repeated and technically supervised practice. In addition, their 
transmission is guided by custom, which usually implies a moral contract between 
masters and apprentices, and often assumes the form of ritual initiation. 

It cannot be overemphasized that transmission does not mean the pure and 
simple transfer of information from individual to individual or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t directly involves deep sociological levels and processes, like the 
social construction of hierarchies, genders and age, the inheritance of material 
goods and formal succession in positions of prestige and power. In short, the 
transmission of ICH is an activity whose significance is historically produced and 
transformed as part of the projects and aspirations of its holders.

For the same reason, the loss of a certain element of ICH does not simply 
bring about the impoverishment of the cultural repertoire available to a certain 
generation, but indicates social conflicts and changes, which may be desired by 
some social agents yet seen as undesirable by others. It can also signify a clash 
of values and competition within stratified, heterogeneous or splintered social 
groups, as is the case of most contemporary societies. Consequently, it is essential 
to identify, not just the causes, but also the agents and the significance of any 
impediments confronted by the ICH holders in furthering their ways of life. 

In taking into account issues related to the production of heritage value, it is 
worthwhile noticing that, as I have argued elsewhere, (ARANTES, A.  20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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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 as an overloading of the routines of daily life, which are changes not easily 
absorbed by small scale communities. In addition, it is known that marketing can 
contribute to making uninspiring and lifeless, cultural elements whose symbolic 
power is frequently based on the excellence of their execution.

Another essential aspect of the matter focused in this presentation is the scope 
of the group that can come to benefit from the strengthening of the ICH elements 
in situations of risk. The various forms of knowledge needed to maintain the 
practice of ICH are socially regulated and often restricted to specialists, families or 
to small groups of producers. As a consequence, the benefits stemming from any 
increase in their market value may only be within the grasp of these social agents, 
or may be controlled by them. The reservation must be made, however, that even 
in these situations there may be indirect beneficiaries, depending on the way that 
the social division of labor and exchange systems are structured.

In developing countries, it is clear that there is a need to contribute to having 
ICH elements gain value (both material and symbolic) in the realm of culture 
and of the market. But in this sphere, one cannot be too cautious. Consumer 
goods in capitalist economy are by definition reproducible and standardized. 
Consequently one important risk concerning heritage production for the 
market (be it handicrafts, performances or services of any kind) is that they 
risk to become mechanically reproduced empty forms. As is known, much of 
the traditional intangible wealth collapses as a direct or indirect consequence of 
aggressive development projects. Therefore, I think that in addition to mapping 
ICH elements, inventories must identify the conditions and limits in which the 
creative potential of ICH can be sustainably explored and maintained available for 
future generations. 

It is certain that traditions survive precisely because they are flexible and able 
to respond creatively to changing living conditions. But the accommodation of 
traditions to new circumstances has limits, and an essential limiting factor is the 
need to safeguard their historicity (ARANTES, A. 2011) from that perspective, 
it is crucial that local agents and their associative organizations participate 
effectively – and not only formally – in the identification of the heritage, and in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the policies that aim at safeguarding it.

The implementation of effective ways of community participation in cultural 
policies, particularly in countries in which the ICH holders have been maintained 

to the work boosted by the Convention of 2003, which will very probably involve 
other agents in the situation as I shall argue in the next session.

 

III. Cultural Safeguarding and Development

It would be simplistic to analyze social development looking only at the poverty 
and exclusion confronted by the large majority of the populations involved. As 
the name itself indicates, “development” means the overcoming of needs through 
making progressively effective potentially existing resources. This is the route 
by which changes can be sustainable, that is, compatible with the ways in which 
societies organize themselves in view of their futures and beneficial, both from 
a material point of view  and from a perspective of the dignity of the people 
involved.

ICH elements correspond to what people know and can do best, in the places 
and social environments where they live. They are, it can be said, the accumulators 
of resources (both material and symbolic) with which its bearers construct – 
or could construct – their insertion in a globalized world, where everything 
communicates with everything else through IT channels and social networks 
mediated by the market. However, the theme of diversification and expansion of 
the uses of ICH (understood as inherited wealth) bring to the debate the sense of 
risk and concern for the depletion of the psycho-social and symbolic meanings 
that are enrooted in its practice, providing the ICH holders “with a sense of 
identity and continuity”.4 Consequently, the demands for sustainability come to 
be a conditio sine qua non of all politics that is considered socially responsible in 
this field and, with it, the need for studies about the impact of these actions on the 
social and natural environments which they affect.

These impacts can be clearly illustrated in the case of traditional crafts, 
where an increase in the scale of production can signify pressure on natural raw 
materials and on the usually very small capital accumulated by individuals or 
groups. It can also lead to an increase or restructuring of the productive units, as 

4)   Convention for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t.2, Par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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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is the defense of their rights to self-determination, creation and authorship, 
as well as the conservation and improvement of the conditions, knowledge and 
materials needed for their practices. As to outside agents – whether government 
or civil society institutions – it is up to them to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se practices, giving culture its rightful place in human and 
social development program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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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remained – at the margin of the transformations of the contemporary 
world, the need is also imposed to create adequate mediations and mediators. To 
effectuate the safeguarding of ICH or the salvation of what is considered to be in 
a situation of risk, it is essential to count on partnerships and establish synergies 
among internal efforts and external initiatives, whether these synergies and 
partnerships are of a national, regional or international scope. 

In this sphere, anthropologists have a role and a responsibility which they 
cannot evade: to make local life understandable for those on the outside, and to 
make the exterior, urban and globalized world, with its legal and administrative 
instruments, intelligible to the ICH holders. (ARANTES, A. 2009)

IV. Closing Remarks

Identities and frontiers are constantly constructed, abandoned and re-
encountered. Within this dynamic process, above all in situations of crisis and 
rapid social change, maybe what is most important for ICH holders are not the 
things made, the dramas performed or the stories told. What in fact seems to 
matter is something more abstract that substantiates these cultural manifestations 
as a legacy enrooted in social experience, namely, their competence on know-how 
and technologies, on graphic, scenic, choreographic and musical codes and on 
language itself. 

In each object produced, in each performance, and in the memory that the 
ICH holders have of them, a testimony is found of that which they are capable of 
making and which they have the gift of executing to perfection. As the Wajãpi 
Indians who live on the border between Brazil and French Guiana once taught me, 
to be the holder of a certain cultural good is to be capable of executing it correctly 
and creatively. To nurture the ability to produce new realities on the basis of 
tradition, to create the new out of the old, seems to be what matters most in terms 
of transmitting ICH. In terms of our academic jargon, this means that it is in 
the spoken statements and in the things made, that language and knowledge are 
perpetuated and constantly recreated. The intangible truly appears to be the core 
of all cultural heritage.

Therefore, the challenge that is raised for the communities that are holders of 



Chapter 3.  
How to Promote Better ICH for 

Sustainable Development? 



072 • 073

For centuries, Korea had been a predominantly agricultural society;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its population engaged in farming. As a result of the 
rapid industrialisation that began in the 1960s, however, much of the population 
migrated from farming villages to cities. And during this period, American-
centred, Western culture had an enormous impact. Owing to this simultaneous 
industrialisation, urbanisation, and westernisation, the older way of life was 
rapidly disappearing. The older arts, rituals, and other kinds of intangible cultural 
expression that articulated the formerly prevalent way of life were also in jeopardy 
of rapidly disappearing. The instigation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ystem 
was intended to designate the valuable forms of expression that were being 
pushed to extinction by modern civilisation, to protect them, and to ensure their 
continued transmission.

The term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as defined as music, dance, drama, 
games, ceremonies, martial arts, and other related arts and crafts as well as the 
production techniques for food and other kinds of daily needs that historically, 
academically, and artistically had great value, including products that displayed 
local colour and intangible culture. Thi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ithout 
fixed forms, was transmitted by arts and techniques that were seen and heard. To 
preserve and continue the transmission of this cultural heritage, therefor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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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s involves several steps. If an autonomous local group submits an 
application, experts are asked to conduct fieldwork and prepare a designation 
report. The Culture Heritage Committee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evaluates this report and judges whether the proposed item has significant 
historical, academic, and artistic value and whether it notably expresses local 
colour. If the report indicates that it does, the Committee designates it as an 
cultural heritage element. In addition, for the sake of continuing the transmission 
of the element, it gauges the functional and artistic value of its original form, 
and recognises the person who has best maintained these element as Living 
Human Treasures. These persons are required to continue the performance or 
manufacture of the element. In the case of dramatic performances, ceremonies, 
and other collective activities whose artistic and functional qualities cannot 
be demonstrated by a single person, a number of individuals are collectively 
designated as the element's Living Human Treasures. 

Another feature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ystem in the Republic of 
Korea is that in addition to designation of the elements, the system for continuing 
transmission of the elements is also taken into consideration. This transmission 
system is highly refined and structured. Those who are recognised as the Living 
Human Treasur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e required to train younger 
persons in the techniques of their art. In order that these younger persons can 
receive that special training at no charge, the Republic of Korean government 
gives the Living Human Treasurers an additional one million won (about $900 U.S.) 
a month and other special privileges. These public privileges help to elevate the 
prestige of the Living Human Treasures. In Korea’s past, artists were looked upon 
with contempt rather than esteem. However, the cultural heritage system now 
gives these performers not only economic compensation but also greater prestige 
and individual self-respect. 

Training for the transmission of an ICH element consists of three stages:

1.   Initiates’ Education. Living Human Treasures seek out initiates and give 
them initial training. Upon recommendation from a Living Human 
Treasure, the best trainees are selected for scholarships. Those selected 
receive a fixed scholarship amount from the government.

2.   Advanced Trainees’ Education. Those who have received the initiate-

most knowledgeable and skilled persons who maintained the particular art or 
technique was also recognised and encouraged to transmit their skills to others. 
The persons who maintained the accomplishments and skills of the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ere designated literally as ‘maintainers’, but the term 
by which they are known in Korean colloquial speech (ingan munhwajae), which 
literally means ‘human cultural heritage’ and is usually translated into English as 
‘Living Human Treasurers’.

The institution of this system in the 1960s constituted a landmark in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Republic of 
Korea. To many Korean people, ‘cultural heritage’ generally meant the buildings 
and other fixed and visible constructions of earlier eras, generally recognised for 
their outstanding artistry, and which ought to be preserved. According to that way 
of think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acked the durability of constructions and 
was always changing, which made it difficult to include along with fixed objects in 
the concept of cultural heritage. 

Moreover, among the elements designated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Korea’s unique folklore comprises the majority. Most people regarded folklore to 
be very inferior to the high arts of the elite strata, considered it somewhat childish, 
and thought it wasn’t worth preserving. Because it was seen as a hindrance to 
development, many people advocated its destruction rather than its preservation. 
In consequence, few persons intended to learn folk arts, and their disappearance 
seemed an inevitable consequence of cultural development. And because folklore 
was closely connected with the life of the past, it too would disappear with that 
way of life being obliterated by the processes of urbanisation, industrialisation, 
and modernisation. Given these circumstances, I believe that many folk artistic 
performances would have disappeared if a system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and other policies had not been implemented to preserve them.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passed by the Republic of Korea’s 
government in 1962 constituted the legal basis of its cultural protection 
programme.1 In this programme, the designation of individualcultural heritage 

1)   Dawnhee Yim, ‘The Transmission,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The 1st UNESCO 
International Training Workshop on the Living Human Treasures System,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Seoul Korea, pp 14 - 27.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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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se. Here are just three of them.2 
First of all, some ask whether it is necessary to artificially preserve culture, 

especially intangible culture. Culture is like f lowing water and is constantly 
changing. Change is only natural. It ought to be recognised that the disappearance 
of a cultural practice is natural when its functions are no longer needed. In place 
of the past culture that is disappearing, new culture is created. Thus, many people 
challenge the necessity of artificially preserving culture that is vanishing.

Those who advocate the artificial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owever, offer a different logic. Their position is that generally 
much of the traditional culture that is disappearing from many societies often 
symbolically represents a people, their ethnic identity, and their state government. 
Non-Western societies emphasise this point most strongly. Of course there are 
many cases of old cultures disappearing in Western nations too. The situations of 
Western and non-Western nations, however, are different. Among the people of 
Western countries, disappearing culture may also be regarded as their own but 
newly created modern culture is also is regarded as their own. Among the people 
of non-Western societies, however, the disappearing culture is regarded as their 
own, but the newly introduced culture is usually of foreign—and specifically 
Western—origins. A good example of this is traditional music. In Korea, one of 
the older forms of music is pansori, a kind of epic singing. In the 1960s, many 
people looked to the West and began to like Western music, such as opera and 
pop songs. Whereas there were few occasions when pansori singers were asked to 
perform, and this specialty became a hindrance to earning a livelihood, Korean 
singers of Western music and their audiences rapidly increased in number. 
Without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olicie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perhaps pansori would have disappeared. Today, even though many 
citizens still enjoy Western music more than pansori, they continue to regard the 
latter as Korean music and such genres as opera and pop song as Western music. 
Therefore, it is argued that much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eserving a group’s unique cultural identity 

Secondly, unlike elements of 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elements cannot 

2)   Dawnhee Yim, ‘Living Human Treasures: Experiences and Challenges in the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of 
Kore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Keynote Speech, ICOM 2004

level training are examined by the Living Human Treasure in their 
specialisation. The initiates who are judged to have attained a high level of 
functional or artistic skill are selected as advanced trainees.

3.   Assistant Instructor of Initiates. The advanced students who have 
outstanding ability assist the Living Human Treasure by training the 
initiates and other advanced students. These Assistant Instructors also 
receive a fixed stipend from the government. 

Ultimately, the successor’s system provides for five levels: Initiates, Advanced 
Students, Assistant Instructors, Living Human Treasures, Emeritus Living Human 
Treasures. The last category is comprised of former Living Human Treasures who 
resigned because they suffered from debilitating illness or old age and were unable 
to be in charge of training successors.

Today, there are 126 items that have been selected as ICH element and 185 
persons who have been designated as Living Human Treasures. There are also 
299 Assistant Instructors, 4,017 Advanced Trainees, and 71 Initiates who receive 
scholarships. 

The Living Human Treasures, both individuals and members of groups, give 
one public performance a year to show that they are maintaining and transmitting 
their accomplishments. In addition to this, the government also assists their 
transmission activities by constructing places for this purpose. By constructing 
these transmission places in the appropriate regions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transmission of that region’s culture is attained. Of course, recordings 
are made as well. Visual and sound recordings as well as written descriptions are 
all made and permanently preserved. 

Through such efforts over the past half-century,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at would otherwise have disappeared has been preserved and transmitted. In a 
public opinion poll conducted in 1999, 79 per cent of the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responded that the Living Human Treasure system had contributed to the 
preservation of the nation’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system, however, is perfect. After fifty years of accumulated experience 
with the preserv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ew issues have star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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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duct of a single era, but future generations derive inspiration from it, so too 
can an ICH element be recognised as the product of a past era but influence future 
recreations. If we recognise change and transmit the changed form, the old form 
will disappear, they argued. On university campuses during the 1970s and 1980s, 
in fact, the old forms of mask dance plays became models for the plays of the anti-
establishment People’s (Minjung) Culture Movement, and farmer’s band music 
(nongak), another category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ecame a model for the 
development of samulnori music that became very popular among the modern 
youth. 

Even though scholars who support the preserv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forms which they had at the time of their respective designations 
consider this problem, they still take the view that in the rapidly changing 
Republic of Korea the traditional forms have to be preserved or else they will 
disappear. What is the purpose of preservation, they ask, if the new forms are 
designated while the older traditional forms disappear?

Young performers of the mask dance plays maintain that these dramas have a 
history of changing to meet contemporary conditions and are merely continuing 
that process today. Unless these changes are recognised, the cultural heritage will 
appear dead and petrified to modern audiences.

As a result, opinions vary among scholars, groups, and individuals as to 
whether the old form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hould be maintained and 
performed without allowing any changes, whether changes should be accepted, 
and to what degree changes should be permitted.

A third challenging issue arises from various breakdowns in the categorisation 
of individual ICH elements. These elements exist in various forms. Similar 
variations differ regionally, and each performer transmits his or her own version. 
If one of these diverse versions is designated as part of the nationally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and its most artistic performer declared a Living Human 
Treasure,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the designated version will be transmitted 
to the exclusion of other regional and individual variants. This is because national 
recognition of an element or a performer confers cultural authority. If the youth 
intend to learn the designated element, inheritors of the other versions will 
become scarce and the variant extinct. If there is an intention is to preserve greater 
diversity among the folk arts, consideration ought to be given to a method for 

usually be traced to a specific historical era. Instead, they constitute a heritage that 
lives through the continual possession and expression of a particular community. 
Therefore, continual change is one of their characteristics. But if an element is 
to be preserved, it is difficult to decide which form of it should be designated for 
preservation. One group of scholars has expressed the view that the element's form 
at the time of designation should be faithfully maintained and preserved. They 
contend that because it has to have a traditional form, and it has to keep the form 
it had at the time of designation as much as possible.  

Those who oppose this view, however, put forth the criticism that not 
recognising change is tantamount to petrify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r, like a taxidermist, making its items into stuffed animals. Changing social 
conditions related to an ICH element should be evident in its public performance, 
they contend, and that public interest in the petrified form of an ICH element will 
vanish because today’s audiences do not maintain the same tastes of those of the 
past.  

In the case of many folk arts, such as the mask dance plays, the masks that 
were worn by the performers satirically criticised the ruling class, and the play 
was expressed through dances and speech. This kind of folk play quickly lost its 
popular appeal and was faced with the threat of extinction. In the 1960s, these play 
were designated as cultural heritage elements. The persons best able to perform 
them were designated Living Human Treasures in order that they could train 
others. These Living Human Treasures faithfully re-performed and trained others 
in the dances and texts of the designated forms of these plays. Among the young 
people (especially college students) who received instruction and learned these 
mask dance plays, however, some maintained that the texts were too oriented 
towards the past and didn’t appeal to modern youth. In order to make these plays 
appealing to the modern people, rather than satirise the ruling class of former 
times, they advocated criticising current politicians and the wealthy heads of 
giant conglomerates. And instead of using the texts filled with archaic vocabulary, 
which was difficult for youth to understand, they argued, texts that used modern 
language should be substituted and transmitted.  

As for those who wanted the form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 be 
transmitted in the form in which it was officially designated, however, their logic 
was that just as an tangible cultural heritage element is displayed in a museum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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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he Phnom Penh Vientiane Workshop and Charter were driven by participants 
who represented museum and heritage leadership from linguistically and cultur-
ally diverse communities of South-East Asia and Timor-Leste. Its integrity, from 
preparation to follow-up, has been overseen by a leadership of entirely Asian 
linguistic and cultural backgrounds. It was the first of such major initiatives in 
Asia by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ICOM). It addressed the concern 
that models and methods from developed or rich countries, where heritage con-
texts are well resourced, may not necessarily work for cultural communities and 
groups in low economic indicator countries. This concern was prioritised with the 
significance given to stakeholder or carrier and transmitter communities in the 
UNESCO 2003 Convention. 

ICOM is determined to promote cultural democracy and ownership in muse-
um development through regional leadership. This is perceived as being essential 
for the development of genuine postcolonial museology and sustainable heritage 
development in addressin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It is also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of ownership, harmonisation, alignment, results, and mutual 
accountability of the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2005).

Integrating ICH in Heritage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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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e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esignated and undesignated as well as 
perpetuating diversity.

These challenges have now gained support from UNESCO. As I mentioned 
earlier, Korean ICH safeguarding started in 1962, decades before UNESCO 
instituted a Convention for Safeguarding ICH in 2003. This convention advocated 
fundamentally new approaches to safeguarding. When Korea joined the 
convention, its rethinking of its own safeguarding system was further stimulated. 

First, the UNESCO Convention recognised two categories of ICH and 
instituted two categories for designation. One category of ICH is assigned to 
a Representative List, and the second to ICH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Whereas the Korean safeguarding system has been oriented towards ICH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the Korea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s 
considering more attention to ICH which is not in danger of disappearing. Much 
of Korea’s ICH is actively performed and practiced by Koreans. This ICH can be 
collected and methods of safeguarding it can be developed.  

Also, the UNESCO convention too recognises that changes in ICH result from 
the passage of time, new social and material contexts, new lifestyles, and many 
other developments. The Korean policies until now have not allowed changes in 
its designated ICH, however. Henceforth, the Korean government is thinking 
about abandoning its position that designated heritage should remain unchanged. 
However, as I discussed above, the opinions on allowing change and the degree of 
that change will continue to be discussed in the future.

Thus, Korea’s institutionalisation of safeguarding ICH is flexibly responding to 
important changes in the nation and to new scholarship throughout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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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Project and Workshop Conceptualisation

The PPV Workshop addressed some of the key issues relating to cultural mapping 
and community-based resource development for effective participation in heritage 
tourism. The ultimate goal was to contribute to local economic development, job 
creation, and poverty alleviation, maximising on the experiential value of heritage 
resources where museums could become sites for engagement among all stake-
holders, including domestic and foreign visitors. An integral part of this approach 
was human-resource development through capacity building, not only at the insti-
tutional level but also among the primary stakeholders. 

One of the urgent concerns is skilling for cultural mapping. There are several 
tools, methods, and models used for cultural mapping, from simple surveys to 
complex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s (GIS). Given the rapid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ies, processing of data and the use of GIS, the translation of 
tabulations into enumeration areas into spatially informative formats is simple 
and inexpensive. However, the mapping of data needs to be considered carefully, 
focussing on relevance, appropriateness, ownership, respect for cultural diversity 
and intangible heritage, informed advocacy, professionalism, and community-
grounded approaches. The First Voice of primary stakeholders2 could easily be 
overwhelmed by latent technological heaviness. Museums can become critical 
vehicles for addressing this concern, especially ensuring the cultural rights of pri-
mary stakeholders, carriers, and transmitters of intangible heritage.

Museums and heritage resources in South-East Asia are increasingly drawn 
into tourism development, which is a priority economic focus for the countries 
in the region. This has given rise to new challenge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al and heritage resources from conflicts with development, demands, 
and impacts of increased visitation and increased illicit traffic in cultural property. 
While heritage resources provide the content for product development, tourism 
facilitates the promotion and marketing of these products. As the world’s largest 
growth industry, tourism can provide the potential and purpose to ensure the 
conservation of heritage resources of significance,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2)   Galla, Amareswar, ‘The First Voice in Heritage Conserv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Volume 3, June 2008, pp.1-17.

Throughout proceedings, the original contributions from materials provided 
by the participants have been kept as far as possible. In this sense, it is a true record 
of what happened during this historic workshop in Phnom Penh and Vientiane 
(hereafter PPV Workshop). It is commendable that the entire PPV Workshop, and 
the volume in English, has been produced by participants and facilitators who 
speak and work in languages other than English. The PPV Workshop honours the 
commitment to linguistic diversity in safeguarding intangible heritage. It is also to 
put a human face to globalisation and minimise, if not mitigate, the homogenising 
forces that threaten the cultural diversity of humanity.

The Stockholm Action Plan (1998) and the outcomes of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 Johannesburg (2002) have identified the importance 
of cultural resources and community empowerment through appropriate educa-
tion and training in the promotion of a framework of integrated heritage manage-
ment or more aptly sustainable heritage development.1 Standard setting interna-
tional instruments of UNESCO, especially the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2001); Convention on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
tage (2003), and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2005), challenge us to develop inclusive approaches that 
ensure the continuity of cultural contents and expressions in all their diversity.  

Some of the key challenges are the promotion and practice of participatory 
democracy and the bringing together of heritage resources and their neighbouring 
communities. The need for international best practice in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promotion of the social ecology of community-centred cultural 
development has become critical. Sociomuseological and ecomuseological 
approaches provide the models to achieve this outcome. However, it is only now 
that the holistic conceptualisation of community cultural values and heritage 
within the framework of Sustainable Heritage Development is being gradually 
understood and addressed for bringing together tangible and intangible, natural 
and cultural, and movable and immovable resources. In this context, the PPV 
Workshop had a major influence on the 2007–2010 ICOM Strategic Plan and the 
national cultural policies in South-East Asia and Timor-Leste. 

1)   The Rio+20 Earth Summit from June 2012 recognises the importance of culture in development. UNESCO also 
re-launched its culture in development campaign i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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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Culture in Development 

The ecomuseum methodology has been used in three different environmental areas 
in the past decade to promote in-depth understanding of culture in development. 
The area of the ecomuseum is the territory in which people live. The inhabitants are 
the custodians of their heritage and curators in preserving tangible heritage and safe-
guarding intangible heritage. Ha Long (Bay) Ecomuseum is a marine environment. 
The Hoi An Ecomuseum is an integrated local area planning framework for bring-
ing together people and their Hoi An Ancient Town World Heritage Area on the 
Thu Bon River and the Cham Island Biosphere Reserve. The Darjeeling Himalayan 
Railway brings together across the longitudinal valley all the heritage values in one 
of the most multicultural regions of India. In all the three contexts, marine, riverine, 
and mountainous, the ecomuseum methodology, informed by a holistic conserva-
tion ethic, has been used to bring the primary stakeholder populations and their 
heritage together. Materials from all the three case studies that are also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have been used as resources in the PPV Workshop. 

In 2007, the Ha Long Ecomuseum became the first ecomuseum in the world 
to be designated a national museum. It has several community-grounded proj-
ects that are driven by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to eliminate poverty 
through measurable cultural indicators. The Cua Van Floating Museum and 
Cultural Centre is located in the largest of the floating fishing villages, the heart 
of the World Heritage Area. It uses passive environmental controls based in the 
local knowledge systems of people who have lived on the sea all their lives. It is a 
museum of collective memory. safeguarding the intangible heritage of the local 
people. It refers to both the distant and recent past and the layers of significance of 
its heritage values. It reconciles a hundred years of struggles with war and famine. 
It informs the curricula of the adjacent floating school for children, the first proj-
ect in the development of the Ha Long Ecomuseum, to understand, integrate, and 
promote both the Community Heritage Values and the World Heritage Values. 
The sense of place and identity of the fishing communities on the sea is dynamic 
and now commands the same dignity and respect as the land-based communities.

The Hoi An Ecomuseum addresses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cog-
nising the significance of the heritage villages of Thanh Ha, Kim Bong, Vang Ngi, 
Cam Anh, and Tran Qui. People from these villages built and sustained the Hoi 

heritage and cultural diversity, the enhancement of intangible heritage apprecia-
tion, and the provisions for community development to achieve Millennium De-
velopment Goals.

The context for cultural mapping in Phnom Penh and its diverse neighbour-
ing communities was a starting point for this workshop. The National Museum 
of Cambodia was at the centre of it. Apart from the Royal Palace, it is the only 
viable place of major visitor interest in the capital and its surroundings. But there 
are many potential cultural and heritage neighbourhoods amenable for sustain-
able development. Moreover, Cambodian authorities have come to realise that the 
south of the country has to be developed as a visitor attraction as well. So far Siem 
Reap, focussing on Angkor Wat, has been the main focus. Hence, the location of 
the first part of this PPV Workshop was in Phnom Penh. At the ICOM workshop 
on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in South-East Asia in Hanoi, April 2001, the 
Laotian delegation expressed its keen interest in facilitating a workshop on mu-
seums and heritage tourism in South-East Asia with practical workshops at both 
urban and provincial museums and heritage areas. Thus, the second part of this 
PPV Workshop was organised to take place in Vientiane.

The project idea for this PPV Workshop started when the delegates attending 
the previously mentioned ICOM workshop visited Ha Long Bay and learnt about 
the Ha Long Ecomuseum. They were impressed by the use of community-ground-
ed cultural mapping for aggregating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stakeholders 
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Ha Long Bay World Heritage Area and the 
usefulness of Ha Long Ecomuseum as a methodology to mediate the tensions be-
tween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Sustainable heritage development informed 
the non-duality of Ha Long Ecomuseum projects where integrated approaches to 
the binary of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are considered non-negotiable. The 
delegates also studied the rapid growth of tourism and the challenges of conserv-
ing fragile environments and safeguarding the intangible heritage and cultural 
diversity of Ha Long Bay and its hinterland in Quang Ninh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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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formation of the Darjeeling Gorkha Hill Council which together with the 
Indian Railways played a critical role in the inscription of Darjeeling Himalayan 
Railway on the World Heritage List. The ecomuseum methodology was then used 
to bring together diverse stakeholders, including workers on the tracks, stations, 
and workshops; tea estate workers and owners; convents and missionary educa-
tional institutions; and Buddhist monasteries. Darjeeling Valley Railway stations 
along the line were converted into site museums—from 200 feet above sea level at 
New Jalpaiguri to over 8,300 feet above sea level at Ghum and the Darjeeling Hill 
station.

Ecomuseology is a key tool for sustainable heritage development. It is in-
spirational as was evident in the application of the Vietnamese example in the 
transformation of the Darjeeling Himalayan Railway and the Darjeeling Valley. 
The ecomuseum as a methodology can be a mediator of the tensions between 
globalisation and localisation ensuring the indigenisation of transformations and 
embedding the First Voice and intangible heritage of local people in conservation. 
Ecomuseums deal with the legacies of colonialism. They are positioned as spaces 
for healing tools to promote heritage health and well-being. Cultural mapping and 
cultural planning are an integral part of the ecomuseum methodology.

Cultural Mapping3

•   Cultural mapping involves a community of interest as the primary 
stakeholder identifying and documenting local cultural and heritage 
resources. 

•   Cultural mapping understood and practiced within the context of integrated 
local area planning promotes effective people-centred community 
development.

•   Through this process, cultural elements are recorded—the tangibles like 
collections, sites, galleries, arts and crafts, distinctive landmarks and 
landscapes, and local industries as well as intangibles like voices, values, 
traditions, memories, folklife, festivals, special events, and neglected 

3)   A. Galla, Richtersveld National Park Cultural Mapping Project, GTz, Pretoria, 1997; A. Galla, Ha Long 
Ecomuseum, UNESCO Hanoi, 2002.

An Ancient Town, which i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The recent world 
focus is on the Cham Island Marine Protected Area that is recognised as a Man and 
Biosphere Reserve by UNESCO. The Hoi An District—the ancient Faifo or Amra-
vati—w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localities of the historical Cham civilisation. 
The Ecomuseum focuses on the livelihood of the primary stakeholder communities 
using culture as a powerful tool for articulating the unique sense of place and iden-
tity of the local populations. It minimises the negative impacts of the rapid growth 
of tourism while endeavouring through a range of demonstration projects and tax 
measures to distribute the growing wealth of the district to eradicate poverty and 
destitution.

The Vietnamese ecomuseums are made possible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2001 National Cultural Heritage Law. It was recently reviewed and amended to 
legally recognise intangible heritage elements. Dozens of workshops, focussed confer-
ences, and meetings in the past decade examined the legacies that perpetuate colonial 
ideas of heritage, fossilised museums, and their curiosity cabinets. The Doi Moi and 
the opening up of Viet Nam after decades of isolation required a critical transforma-
tive learning process—a process where even former American pilots now come to 
the War Remnants Museum in Ho Chi Minh City as museum volunteers. They are 
bringing log books and photographic documentation to interpret the planes and 
helicopters that are on display. Vietnamese diaspora has become active in not only 
investing in Viet Nam but most importantly reconciling the past so as to create a bet-
ter understanding of what it is to be Vietnamese in the local and global contexts. This 
newfound heritage consciousness is still in its early stages. It is incremental. 

Darjeeling Himalayan Railway World Heritage Area has deliberately used 
the Ha Long Ecomuseum methodology to scope ways and means to preserve the 
heritage railway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its primary stakeholder communi-
ties. This brought together the descendants of people who built the railway, of low 
socio-economic status, and the caste-ridden management and class-driven tea 
estates. Although built for the British during the colonial times, the workers were 
paid their first wages only after India’s independence. During the colonial times, 
when the area was ceded to the British, the aboriginal Lepcha population was in 
the majority. But now they constitute less than 1 per cent of the population, a sto-
ryline of colonialism familiar to many aboriginal populations across the world. 
The civil strife aiming to secure greater autonomy for the local populations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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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were distributed to all the participants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the 
two-week PPV Workshop. In this process, all the participants brought their own 
knowledge and case studies to the PPV Workshop and informed a rich tapestry 
of discussions that influenced the drafting of the Phnom Penh Vientiane Charter. 
These papers are reproduced as a substantial part of the published proceedings.

The objectives of Part I of the PPV Workshop held in Cambodia were to:

•   establish working definitions and the scope and value of cultural mapping 
and cultural planning, bringing together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resources in all their diversity;

•   discuss the ICOM La Paz Recommendations, WTO Charter, Tshwane 
Declaration, and other national and international charters with reference 
to the Cultural Diversity Policy of ICOM an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workshop;

•   develop approaches for conducting cultural mapping with reference to 
selected localities around Phnom Penh, with the National Museum of 
Cambodia as the facilitator; and

•   use the approach of the capacity-building workshop for the best conservation, 
economic, and community outcomes.

And the objectives of Part II of the PPV Workshop in Laos were to:

•   reflect and review the state of heritage tourism in South-East Asia;
•   profile and discuss case studies, with at least one from each of the South-

East Asian countries—every participant provided a detailed case study 
beforehand;

•   workshop in small groups on thematic areas for the development of best 
practices through a standard-setting document; 

•   provide training and capacity building for the participants; 
•   enable input into the revision of the ICOM’s Cultural Diversity Policy within 

the framework of the workshop; and
draft a regional charter on cultural diversity and heritage tourism.
The PPV Workshop resulted in the following.

community histories.
•   It enables the community to focus on both selective and collective memories.
•   After researching the elements that make a community of interest unique, 

cultural mapping involves initiating a range of community activities or 
projects to record, safeguard, promote, and use these elements. 

Cultural Planning

Cultural planning based on the project outcomes of cultural mapping informs 
employment strategies and tourism development; restores historical sites, cultural 
landscapes, streetscapes or collections; and increases cultural experiences 
and product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museums as cultural centres and 
facilitators of festivals and special events.  

•   Cultural planning that is driven by methods of integrated heritage 
management and a commitment to sustainable heritage development could 
situate museums as civic spaces for safeguarding intangible heritage and 
cultural diversity of local contents and expressions. 

•   Cultural planning is an important tool for redressing cultural inequities in 
post-colonial societies. It is crucial for integrated planning and sustainable 
economic and cultural development that is community grounded. In 
countries such as Cambodia and Laos, it could prove to be a meaningful 
vehicle for local community economic empowerment.

III. Facilitation of the PPV Workshop

The overall goals of the twinned PPV Workshop programme were to build the 
capacity for conducting effective cultural mapping among museum workers in the 
countries of South-East Asia an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trategic alli-
ances between the heritage and tourism industries in the region. Participants from 
each country met in their capital cities first to discuss the outline and requirements 
of the PPV Workshop. Several papers were drafted by participants in their first or 
national languages and then translated into English, the language of global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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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Goals. 
The participants were requested to provide information for sharing, based 

on a format developed prior to the PPV Workshop. This included, for instance, 
relevant heritage conservation activity material, heritage tourism content, 
resources relating to intangible heritage elements, and the role of young people 
and volunteerism in safeguarding local heritage resources. It was to ensure that 
the PPV Workshop benefitted from the most appropriate resources being available 
to assist participants in a collaborative learning process. 

The participants were trained in facilitation techniques for cultural mapping 
and the ability to respond to local needs. The techniques were delivered in a 
way that not only conveyed the content and reinforced immediate learning, 
but also empowered the participants to become trainers and local area project 
coordinators within their own museums. The final session of the PPV Workshop 
focused on: participants’ and training facilitators’ evaluations; development of 
proposals for pilot projects for cultural mapping within the respective museums 
of the participants; and promotion of a networking approach to ongoing heritage 
conservation and volunteer activity development, with appropriate pooling of 
resources or sharing of experiences.

Participants were able to develop concept designs for mapping exercises 
that they could take back to their museum and neighbouring community 
organisational contexts and for application in the local neighbourhood contexts. 
The PPV Workshop was facilitated with the understanding and shared agreement 
at the beginning of the two weeks that, in collaborative learning, everyone is a 
teacher and trainer. It entailed the following guidelines that were explained to all 
the participants:

•   transformation of the workshop from an aggregation of individual 
participants to a cooperative body of learners with common goals and 
motivation;

•   encouragement of independence in participant learning, including self-
motivation and taking responsibility for one’s own learning;

•   fostering of self-esteem and ability to chart out independent pathways and 
skills and the pace of learning in partnership with other participants in 
smaller teams;

Working Framework: A practical framework for the participants to conduct 
cultural mapping exercises in the context of their respective museums and 
neighbouring communities

Empowerment: Promotion of participatory democracy and cultural diversity 
principles that are empowering for both communities and workers in the museum 
sector

Capacity Building: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training for the workshop 
participants in cultural mapping

Shared Knowledge: Profiling over fifty case studies and effective regional 
networking for the promotion of heritage tourism through intercultural dialogue

Best Practice: Framework or charter for future professional operations of heritage 
and tourism industries 

The PPV Workshop was co-convened by the delegates of the Chairpersons of 
ICOM Cambodia (Kun Samen and Hub Touch), the Chairperson of ICOM Laos 
(Thongsa Sayavongkhamdy), and the PPV Workshop Director(Amareswar Galla, 
Vice President of ICOM and Chairperson of the ICOM Cross Cultural Task 
Force). The conveners with the support of one delegate from each of the other 
countries from South-East Asia and Timor-Leste worked as resource people for the 
PPV Workshop. The PPV Workshop was facilitated in Phnom Penh, Cambodia, 
and Vientiane, Laos, from 29 July to 8 August 2006.

There were about sixty participants from the countries of South-East Asia and 
Timor-Leste—especially people responsible for community liaison activities and 
content development in museums as well as the cultural/heritage tourism sector. A 
number of Laotian and Cambodian delegates participated in the PPV Workshop 
as part of local capacity building. The program was structured as a trans-border 
capacity building workshop with a strong holistic conservation ethic of bringing 
people and their heritage together. The PPV Workshop entitled Museums, 
Cultural Mapping, Cultural Diversity and Heritage Tourism in Southeast Asia 
incorporated many crosscutting themes, especially relating to Millennium 



092 • 093Creative Value of ICH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 specialised place where the locals produce a variety of silk materials, and 
this attracts considerable attention from both locals and visitors. The National 
Museum has been approached to revitalise this place as a heritage hub for 
intangible heritage and heritage tourism.

Prëk Thong Place: It is in the Kandal province, very close to the capital across the 
river. It is also a very significant place with weaving traditions that the National 
Museum is keen to promote.

The second part of the PPV Workshop was held in Laos PDR. The PPV 
Workshop focussed on heritage tourism as different from the broader terms of 
cultural tourism or so called ecotourism. Heritage tourism is characterised by 
the conservation, safeguarding,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non-renewable 
heritage resources.

The following themes were addressed in the PPV Workshop:

•   Strategic Partners in Progress for Responsible Heritage Tourism
•   Policy Positions in Southeast Asian Countries
•   Heritage and Tourism Industry Positions in South-East Asia
•   Emerging Critical Issues in Heritage Tourism
•   Opportunities and Creative Development
•   Case Studies in Heritage Tourism
•   Capacity Building for Competitive Edge
•   Cooperative Marketing for Better Productivity
•   Business of Heritage in Sustainable Development
•   Museums in Poverty Alleviation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   Standard Setting for Tourism Development of Heritage Resources of 

Significance in Southeast Asia

The following heritage areas were considered for the study visits during the second 
part of the PPV Workshop in Laos PDR:

•   Vientiane, the capital city and seat of government, sits on a bend in the 
Mekong River amidst fertile alluvial plains. Despite its chequered past, 
Vientiane (pronounced ‘Wieng Chan’ by the locals) is a laid-back city with a 

•   fostering of respect for cultural diversity and a diversity of opinions and 
attitudes—learning and working in a 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diverse 
environment;

•   participant cohorts in smaller groups to take responsibility in collective 
exercises, complementing the work of other groups in both the individual 
day sessions and throughout the PPV Workshop to create a cross-cultural 
understanding of the collective of participants; and

•   participants gaining gradual cumulative knowledge and competency in PPV 
Workshop subject areas and contributing to the collective inputs into the 
final standard-setting charter document.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six groups with some of the experienced 
museum professionals selected as facilitators for the groups. Membership of the 
groups changed throughout the two weeks so as to enable greater interaction, 
networking, and cultural exchange among the participants.

The following heritage areas provided the contextual material for study visits 
during the Cambodian part of the PPV Workshop:

Uddong site: It is located in Kompong Speu province, about 40 kilometres from 
Phnom Penh to the north by National Road No.5. It is a historical site and also 
an ancient capital of Cambodia during the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It is a mountainous area. The several brick stupas at the tops of various peaks 
belong to the Royal Family. In the buffer zone of this area is the community where 
traditional bronze casting is an integral part of the intangible heritage values.

Angkor Borei site: It is located in the Takéo province, about 140 kilometres to 
the south of Phnom Penh by National Road No.2. It is a historical area and was 
probably the last capital of Chen-Lã. There are two main temples and several 
others here, including the earliest one in Cambodia. The Angkor Borei Museum 
is built for protecting the material culture from here. The main intangible heritage 
resource of the local community is weaving.

Prëk Changkrãn Place: It is located in the Prey-Ving province, which is about 
120 kilometres from Phnom Penh to the east by National Road No.1. This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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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hnom Penh Vientiane Workshop was developed and facilitated with the 
ambitious goal of locating museums as civic spaces and drivers for safeguarding 
cultural diversity and heritage diversity in South-East Asia and Timor-Leste. It 
brought together into a two-week program for the first time the largest number of 
museums directors, curators, policy officers, and heritage community leaders. It 
was practical and it combined field-based collaborative learning with conceptual 
interrogation through workshops and plenary sessions. There was strong reso-
nance among participants to strengthen regional networking and collaboration 
to further museum development through relevant and ethical engagement with 
all the stakeholder communities, especially the primary ones. The rapid growth of 
tourism is seen both as an opportunity and a threat. The goal endorsed by all the 
participants is—maximising the opportunities provided by tourism as a globalis-
ing growth industry and minimising the negative effects or threats to the heritage 
resources and cultural communities. This aspirational goal requires institutional 
building among museums as actors and animators in sustainable heritage devel-
opment. This is the spirit behind the drafting and adopting of the attached Phnom 
Penh Vientiane Charter.

number of interesting wats and lively markets. 
•   The most important national monument in Laos is Pha That Luang (the Great 

Sacred Stupa), which is a symbol of both Buddhism and Lao sovereignty. 
•   Other sights of interest include Wat Pha Kaew, a former royal temple which 

is now a museum and Wat Si Saket, the oldest temple in Vientiane. Xieng 
Khuan is a collection of compelling Buddhist and Hindu sculptures located 
in a meadow, 24 kilometres south of Vientiane.

IV. Drafting the Charter

Participants in the PPV Workshop had individual copies of UNESCO 1970, 2001, 
2003, and 2005 Conventions and all the relevant charters of ICOM, ICOM Code 
of Ethics, ICOM Cultural Diversity Policy, ICOMOS, and World Tourism Or-
ganisation Charters, Tshwane Declaration from South Africa, and other relevant 
national and regional documents. There was consensus among all the participants 
that a two-week input of time from so many experienced museum professionals 
from across South-East Asia and Timor-Leste must lead to a meaningful and use-
ful document. This was seen as being instrumental for standard setting in heritage 
tourism development. 

The following four-member team was endorsed as the working group for 
drafting the charter: Dra. Intan Mardiana N.M. Hum, Director for Museums, 
Department of Culture and Tourism, Indonesia; Dr Thongsa Sayavongkhamdy, 
DG DMA, Department of Museums and Archaeology,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ulture, Laos PDR; Mr. U Kyaw Win, Director General, Department of 
Archaeology, Ministry of Culture, Myanmar; and Mr Angel P. Bautista, Head, 
National Committee on Museums, National Commission for Culture and the 
Arts.

The working group deliberated throughout the Phnom Penh and Vientiane 
sessions of the PPV Workshop, and the final Phnom Penh Vientiane Charter was 
adopted on 7 August 2006 during the closing ceremony and dinner in Vientiane 
overseen by the Minister for Culture of Lao PDR and all the delegates.

V.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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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keholder Engagement

•   Promote participatory democracy by bringing together heritage resources 
and their neighbouring communities, stimulating community based 
development through heritage tourism that contributes to poverty alleviation 
without compromising the integrity of heritage resources

•   Conduct community and wider stakeholder benefit analysis so that the 
implementation of programmes and projects ensures economic and social 
benefits to the primary stakeholders

•   Promote an ethical practice of development governed by the ICOM Code of 
Ethics

•   Convey the multiplicity of perspectives and the significance of local voices 
through accredited programs for quality interpretation of cultural resources, 
communicating heritage values to visitors and ensuring the building of 
capacity amongst local people enabling them to participate in development 
activities without exploitation by middlemen or copyright violations

Cultural Diversity

•   Promote cultural diversity as an ethical concern in all aspects of cultural 
mapping and heritage tourism development affirming the rich cultural diversity 
of Southeast Asia considering race, ethnicity, colour, gender, age, class, economic 
status, faith, language, sexual orientation, and local identities

•   Integrate gender perspectives addressing representation of women’s heritage 
across the whole spectrum of museum and heritage tourism development 

•   Promote museums as secular spaces for interfaith dialogue and cross cultural 
education fostering a culture of peace and harmony

•   Recognise the significance of language diversity and linguistic heritage as a 
resource for research, interpretation and management, and as a reflection of 
unique cultural perspectives, expressions and traditions of Southeast Asia

•   Explore inclusive and innovative ways of facilitating the particip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s personnel, volunteers and visitors in the heritage 
and tourism sectors

Phnom Penh-Vientiane Charter 
on Cultural Diversity and Heritage Tourism

Workshop on Museums, Cultural Mapping and Heritage Tourism in Southeast Asia
BRINGING PEOPLE AND THEIR HERITAGE TOGETHER

Phnom Penh, Cambodia, and Vientiane, Lao PDR, 30 July to 8 August 2006

We, the participants at the ICOM cross border regional workshop entitled 
Bringing People and their Heritage Together, consisting of sixty delegates from 
Brunei Darussalam, the Kingdom of Cambodia, the Republic of Indonesia,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Malaysia, the Union of Myanmar,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the Republic of Singapore, the Kingdom of Thail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and Timor Leste having worked through case 
studies, workshops and study tours in Cambodia and Laos, recommend that,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heritage development, museums as civic spaces:   

•   Facilitate the maximisation of benefits and minimisation of negative impacts 
on stakeholder communities from the accelerated pace of globalisation in all 
its forms 

•   Locate culture in development and ensure responsible heritage tourism in 
Southeast Asia, as endorsed in the ASEAN Declaration on Cultural Heritage 
as a priority by the member countries

•   Develop appropriate methodologies for systematic cultural mapping of 
heritage resources: tangible and intangible, movable and immovable, 
natural and cultural, creativity and communities, with an emphasis on the 
rich cultural diversity of humanity acknowledged as a priority by ICOM’s 
commitment to the promotion of inclusive museums 

•   Promote the 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2001), 
the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03), and the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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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oritise capacity building for interpreters, educational personnel and 
volunteers through appropriate accreditation and museum certification as a 
way of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cultural diversity of the region in the 
face of the rapid growth of tourism

We, the participants at the ICOM cross border regional workshop, Bringing 
People and their Heritage Together, envisage

•   The formation of a new entity, ICOM Southeast Asia, incorporating 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Museums (ASEAM) to meet in 2007

•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Training Centre of Excellence for 
sustainable museum and heritage development in Asia

•   Launching an advocacy campaign to promote cultural diversity and 
responsible heritage tourism through museums in Southeast Asia.

Ms Intan Mardiana
Chairperson
ICOM Indonesia

Hon. Vann Molyvann 
Chairperson
ICOM Cambodia

Professor Amareswar 
Galla
Vice President of 
ICOM
Chairperson
ICOM Cross Cultural 
Task Force

Mr Thongsa 
Sayavongkhamdy
Chairperson
ICOM Lao PDR

7 August 2006

Cultural Mapping

•   Promote cultural mapping as a process of the stakeholder communities 
identifying and documenting local heritage resources, within the context 
of integrated local area planning that enables effective people centred 
development

•   Consider the importance of documentation and standardised inventorying 
systems for integration of intangible and tangible heritage resources, 
recognising the considerable cultural diversity at the local, provincial, and 
regional level, and, in doing so, working on the development of a Thesaurus 
of key words and significant terms at national and regional levels in Southeast 
Asia

•   Promote cultural planning based on demonstration projects of cultural 
mapping informing employment strategies and tourism development, 
through quality cultural experiences and products, developing museums as 
cultural centres and facilitators of festivals and special events  

•   Recognise cultural mapping as crucial for integrated planning and 
sustainable economic and cultural development, providing a meaningful 
vehicle for local community economic empowerment and as an important 
tool for redressing cultural inequities in post-colonial societies

•   Recognise the significance of educ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cultural 
mapping, bringing local museums into a participatory framework with 
educational institutions such as schools and adult learning centres and 
developing modular resource materials for teachers

  
Heritage Tourism

•   Promote productive partnerships between museums and the private sector 
for the responsible use of heritage resources in tourism maximising the use 
of local expertise, resources and opportunities

•   Ensure that the economic benefits derived from tourism are also used 
for heritage conservation, development, maintenance, interpretation and 
community capacity building through funds established from tourism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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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YSIA
Ms Roslelawati binti Abdullah, Curator of National Museum, Department of 
Museums 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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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EAST ASIA

LIST OF PARTICIPANTS

BRUNEI
Pengiran Dr Karim bin Pengiran Osman, Curator of Archaeology, Brunei 
Museums Department
Mr Pudarno Binchin, Curator of Ethnography/Manager, Malay Technology 
Museum
Mr Hanapi Haji Maidin, Archaeology Section, Museum Department

CAMBODIA
Mr Khun Samen, Director, National Museum of Cambodia
Mr Phoeurn Revant, Archaeologist,Assistant to Secretary of State, Ministry of 
Culture and Fine Arts
Mr Dek Sarin, Director of Cultural Development
Mr Hab Touch, Deputy Director, National Museum of Cambodia
Mr Lim Try, Department of Cultural Heritage
Mr Hang Sovann, Chief Officer of Cultural Development
Mr Chey Samsavan, Deputy Director of Patrimony Department
Mr Chey Sopheara, Deputy Director, National Museum of Cambodia, Director of 
Tuol Sleng Genocide Museum
Mr Suos Sodavy, Deputy Director of Plastic Arts, Department of Arts and Crafts, 
Ministry of Culture and Fine Arts
Mr Chhim Sothy, Chief Officer of Plastic Arts Department
Mr Kong Boline, Deputy Director of Patrimony Department, Ministry of Culture 
and Fine Arts 
Ms Kérya Chau Sun, Director,Department of Angkor Tourism Development, 
APSARA

TIMOR LESTE
Mr Manuel Smith, Head of the Culture and Museum Section,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Di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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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Mr Ho Xuan Ring, Museology specialist, Quang Nam Center for Conservation of 
Monuments and Heritage
Mrs. Nguyen Thi Tuyet, Director, National Museum of Women Vietnam
Mrs Ho Viet Doan, Director, The Women's Museum of Southern Vietnam
Mr. Tran Trung Hieu, Deputy Head of Administrative Division, The Department 
of National Cultural Heritage, 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
Mr Nguyen Viet Cuong, Expert - Relics and Monuments Management Division, 
Department of National Cultural Heritage
Mrs. Do Thi Ngoc Uyen, Hoi An Center for Monuments Management and 
Preservation
Mrs Le Thi Thanh Binh, Hue Monuments Conservation Centre, Planning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Department
Dr Le Dinh Phung, Chief of Department of Historical Archaeology, Institute of 
Archaeology

OTHER INTERNATIONAL PARTICIPANTS
Mr Minho Han, Director, Cultural Exchange, & Education Division,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Prof. Dr An Laishun (ICOM-CCTF), Director, Department of Planning and Develop-
ment, China Agricultural Museum, (National Exhibition Centre of Agriculture)

ICOM 
Professor Amareswar Galla, PhD
Vice President,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ICOM, Chairperson, Cross 
Cultural Task Force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ICOM
Dr Kim Selling, Project Officer Assisting the Chairperson, Cross Cultural Task 
Force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ICOM
Ms Jennifer Thévenot, Programme Activities Officer,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ICOM
Ms Eloisa zell, Membership Services Officer,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ICOM

NB. There were several other participants as observers.

MYANMAR
U Kyaw Win, Director General, Department of Archaeology, Ministry of Culture
U Thein Lwin, Principal, Archaeological School (Pyay), Department of 
Archaeology, Pyay
U Min Wai, Deputy Director, Department of Archaeology, Yangon 
U Ye Myat Aung, Assistant Director, Mandalay Cultural Museum and Library
U Min Khin Maung Lay, Assistant Director, Mon State Cultural Museum and 
Library
U Sein Htaw, Assistant Director, Department of Archaeology

PHILIPPINES
Mr Victorino Manalo, Director, Metropolitan Museum of Manila
Mrs Cecille Gelicame, Tours and Programs Supervisor/Programme Officer, 
Education Officer, Museo De La Salle 
Mrs Angelita B. Fucanan, Officer in Charge, Archaeological Sites and Branch 
Museum Division, National Museum
Mr Angel P. Bautista, National Committee on Museums, Head, National 
Commission for Culture and the Arts
Curator I, Cultural Properties Division, National Museum
Mr Raymundo Andres V. Palad, Director, Government Service Insurance System 
Museum of Arts
Mr John Silva, Consultant, National Museum Board of Trustees, Museum of the 
Filipino People

SINGAPORE
Ms Elizabeth Njo, Assistant Manager, Public Education Division, National 
Heritage Board
Ms Heidi Tan, Senior Curator (Southeast Asia), Asian Civilisations Museum

THAILAND
Mrs Patchanee Chandrasakha, Director of National Museum Songkhla 
Ms Nitaya Kanokmongkol, Curator, National Museum Kanchanaphisek
Mrs Amara Srisuchat, Director of Ramkhamhaeng National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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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mportance of Education in Relation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ducation is very important in relation to ICH, as it is the means by which ICH 
is transmit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Education is identified in the 2003 
Convention as one of the aspects of safeguarding ICH. Education in relation to 
ICH may be formal or informal in nature. As stated in the 2003 Convention:

  Safeguarding means measures aimed at ensuring the viability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cluding the identification, documentation, research, 
preservation, protection, promotion, enhancement, transmission, particularly 
through formal and non-formal education, as well as the revitalisation of the 
various aspects of such heritage1.  

Among the duties of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to safeguarding ICH in 
their territories, activities in the field of education are detailed in Article 14 of the 

1)   UNESCO 2003 Convention on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ticle 2, Paragraph 3

ICH Safeguarding through 
Formal and Non-form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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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tructured context4. It has also been referred to as “in-school learning”. Non-
formal education on the other hand is learning that takes place outside such an 
organised and structured context, and has been referred to as ‘out-of-school learn-
ing’5.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of these the types of education are sufficient for 
our present purposes (translated from Indonesian language):

Formal education is activities that are systematic, structured, and stratified 
beginning from elementary school and continuing up to university or 
equivalent levels, including academic and general oriented studies, specialisation 
programmes, and professional training, conducted continuously over a period of 
time.

Informal education is a lifelong process through which each person obtains values, 
attitudes, skills and knowledge which come from day-to-day life experiences, 
environmental influences, including the influences of family life, interaction with 
neighbours, work environment, games, markets, libraries, and the mass media.

Non-formal education is every organised and systematic activity outside the 
standard school system conducted independently, or part of a broader activity, 
deliberately conducted to serve certain educational participants in achieving their 
goals in studies6. 

III.   How Formal and Non-Formal Education Relate to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Field

Formal Education
In practical terms, formal education in relation to safeguarding ICH means con-

4)   Colardyn, Danielle and Bjornawald, Jens, Validation of Formal, Non-Formal and Informal Learning: policy and 
practices in EU Member States. DOI: 10.1111/j.0141-8211.2004.00167.x, 25 March 2004

5)   Ersach, Haim, Bridging iIn-School, Out-of-school learning: Formal, Non-Formal and Informal Education,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and Technology, Volume 16, Number 2 (2007), 171-190, DOI: 10.1007/s10956 -006-
9027-1

6)   http://duniacipleks.blogspot.com/2011/02/perbedaan-pendidikan-formal-informal.html

Convention, which I will now quote in full (the underlining is mine).

Article 14 – Education, awareness-raising and capacity-building
Each State Party shall endeavour, by all appropriate means, to: 

(a)   ensure recognition of, respect for, and enhancemen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society, in particular through:

 i)   educational, awareness-raising and information programmes, aimed at 
the general public, in particular young people; 

 ii)   specific educational and training programmes within the communities 
and groups concerned; 

 iii)   capacity-building activities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particular management and scientific research; and 

 iv)   non-formal means of transmitting knowledge; 
(b)    keep the public informed of the dangers threatening such heritage, and of 

the activities carried out in pursuance of this Convention; 
(c)   promote education for the protection of natural spaces and places of 

memory whose existence is necessary for expressing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2. 

Article 21 of the Convention identifies ‘the training of all necessary staff’3, which 
also comes in the field of education, as one of the activities that may be considered 
for the granting of international assistance.

We may thus conclude that formal and non-formal education are identified 
as important tools in the safeguarding of ICH, particularly in the matter of ICH 
transmission.

II. Definition of Formal and Non-Formal Education

Formal education is defined as learning which takes place within an organised 

2)   UNESCO 2003 Conveiton, Article 14

3)   UNESCO 2003 Convention, Article 21, Paragraph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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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would be called atelier (workshop). In such places, a maestro or master prac-
titioner of ICH conducts education and training in his particular element of ICH 
to his or her students. In many cases, there is no formal classroom, curriculum, 
examinations, or different strata of proficiency, and the students learn more by 
doing, than by learning academically. A sanggar is more like a family setting, 
wherein the students become like the family members of the master, and their 
relationship in many cases goes on for the rest of their lives. The author of this pa-
per studied wayang in such a sanggar for eight years,9until the passing away of his 
teacher in 2004. Such places of non-formal training also exist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masters who teach in this way have been assisted under the Living Hu-
man Treasures programme.10

How both formal and non-formal education in ICH are important for the 
future transmission of ICH will be discussed by citing certain exemplary cases be-
low.

IV.   Exemplary Cases of ICH Safeguarding Through Formal and 
Non-Formal Education in the Transmission of ICH.

Wayang Puppetry Safeguarding Action Plan through Formal and Non-Formal 
Education
The Indonesian National Wayang Secretariat (SENA WANGI) and the Indonesian 
Dalangs Union (PEPADI) drafted the nomination file of Indonesian Wayang in 2002 
and subsequently executed the Action Plan for Safeguarding Indonesian Wayang 
from 2005 to 2007, involving wayang communities. The project involved many ex-
perts in the field of various styles of wayang, mostly from universities having degree 
programmes in wayang puppetry such as ISI Surakarta, ISI Yogyakarta, ISI Band-
ung, to create teaching materials in the form of books and audiovisual materials. The 
project then assisted fifteen sanggar (traditional schools of wayang puppetry) as pilot 
projects transmitting various styles of wayang puppetry, using the teaching materi-

9)   Sanggar Redi Waluyo, Kampung Makasar, Jakarta Timur. Established by Ki Kamsu Redi Wiguno

10)   Park, Seong-Yong, Dr. Inventory if ICH in Korea, Paper Presented at Symposium on Inventory as Part of 
Safeguarding ICH, Jakarta, 19th August 2009

ducting education and training related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general, 
and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certain elements of ICH, in the format and context 
of the strata of school or university education. In many parts of the world, ICH in 
the context of formal education is an innovation, rather than a norm. School and 
university classrooms are a new environment for ICH. To our knowledge, there is 
not yet any school subject call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ough some ele-
ments of ICH may be taught as school subjects. Neither is there yet any university 
in the world that offers a degree course in ICH, though ICH is beginning to be 
taught as a subject in some universities, for example, in Korea7. 

In order that ICH may be inserted into curricula of formal education, some 
legal basis is required. The legal basis in Indonesia is as follows:

Basis for Insertion of ICH into School Curricula in Indonesia
Law No. 20 of 20038, Article 36 Paragraph 2 and 3 (d) direct diversification of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diversity of local potential. Article 37 (j) of the same 
law establishes ‘local content’ within the national curriculum. This local content 
includes local languages, arts, and culture, supporting the principle of cultural 
diversity. Law No. 20 makes it possible to include local culture in curricula as local 
content in areas having that ICH.

Non-Formal Education
On the other hand, since time immemorial, ICH has been transmitted through 
informal and non-formal education. ICH was part of the lives of communities, 
and just by living in that environment, community members picked up ICH. This 
corresponds to informal education. Non-formal education in relation to ICH con-
sists of deliberate efforts, albeit not in the context of formal classroom education, 
to conduct education and training in ICH.

In Indonesia, these non-formal schools of ICH are called sanggar. In Europe, 

7)   Park, Seong-Yong, Dr. Interview, Jakarta, 9th September 2012

8)   Law No. 20 of 2003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on the System of National Education, Gazett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o. 7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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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distractions such as television and video games. The mayor took the bold 
step of making batik a compulsory local content subject in all 230 schools in Pe-
kalongan City. This programme has taken some time to be fully implemented.

The Batik Museum created batik workshops for school children who visited 
the museum. This later developed further into schools. Upon the suggestion of  
the UNESCO Secretariat, this program was nominated as a Best Practice for Safe-
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14 and was later recognised as a Best Prac-
tice by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Safeguarding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y decision 4.COM 15B on 1 October 2009.

Objectives of the Programme
Until now, batik culture has mostly been pass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rough oral and non-formal transmission—that is, from parents to children. 
Now children mostly just do not have the time for non-formal studi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utside of what is in the school curricula. Therefore, to guar-
antee the transmission of batik culture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t was felt 
appropriate that batik culture also be brought into formal educational institutions 
without changing the traditional oral methods of instruction.

Therefore, the management of the Batik Museum, in collaboration with head-
masters of elementary, junior, senior, vocational, and polytechnic schools in Pe-
kalongan City, instituted a programme of including modules of education in batik 
culture into subjects and curricula in the abovementioned educational strata.

How the Programme Was Developed: Methodology for carrying out Best Practice of 
Education and Training in Indonesian Batik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irst, the staff members at the Batik Museum were trained to give instructions 
in batik cultural values and traditional handcrafts. Teaching materials were pre-
pared. The level of instruction and training was geared to the educational level of 
the participants. The programme used the exhibition halls of the museum for les-

14)   UNESCO 2003 Convention, Article 18

als prepared by the project.11 This project could be said to be a collaboration between 
formal education (preparation of teaching materials) and non-formal education (as-
sistance to non-formal schools teaching ICH, in this case, sanggar teaching wayang 
puppetry). The programme was evaluated and considered a success.

Indonesian Angklung Safeguarding Programme
The Angklung Music Society (MMA) and Saung Angklung Udjo both played im-
portant roles in the drafting of the nomination file of Indonesian Angklung. The 
MMA has since prepared teaching materials in the form of books,12 and Saung 
Angklung Udjo is active on a daily basis with its community of 1500 angklung 
artists in performing angklung, safeguarding angklung culture and raising public 
awareness of angklung. MMA has also conducted training programmes for school 
teachers of angklung (training of trainers).

Education and Training in Batik Cultural Heritage for Elementary, Junior, Senior 
and Vocational High School and Polytechnic Students in Collaboration with the 
Batik Museum in Pekalongan13.

Overview
Pekalongan or the “Batik City” is a small city on the north coast of the Java Sea in 
the Province of Central Java, Indonesia. Not only is Batik part of the cultural heri-
tage of the residents of Pekalongan but it also is a means of livelihood for many of 
them as well. 

In 2006, zahir Widadi, manager of the Batik Museum brought it to the at-
tention of Dr Mohamad Basyir Ahmad, newly elected mayor of Pekalongan, that 
batik cultural heritage was rarely being taught at schools. The attention of most 
students was focused on formal studies. Their time was taken up with studies and 

11)   SENA WANGI, Reports on Execution of Action Plan for Safeguarding of Indonesian Wayang, 2005-2007, 
executed in collaboration with UNESCO Jakarta Office

12)   Wiramihardja, Obby, Masyarakat Musik Angklung, Cara Bermain Angklung, Jakarta 2010, Center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Cultur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13)   Batik Museum Institute of Pekalongan, Elaboration of Best Practic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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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al training given. Results of interviews of samples among groups of par-
ticipants from various educational strata conducted on 30 January and 13 and 14 
February 2009 to ascertain their opinions of the programme show:

•   All respondents interviewed liked this programme. One elementary school 
student requested that batik training be given daily. 

•   All respondents considered that the programme helped participants 
to increase their appreciation of batik cultural heritage and traditional 
handcra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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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udents began to spontaneously create their own batik designs, based upon 
what they had lea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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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programme has expanded to Pekalongan, Batang, Pemalang, and Tegal 
Distr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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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duced to show to their parents and friends. They were proud of what they 
had achieved. This has increased awareness among parents and the general 
public.

A sense of happiness and enthusiasm was noted among all the trainers, teachers, 
and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is programme at all levels. All hoped the 
programme would continue and expand.

This programme may be considered a good example of formal education in 
ICH, retaining at the same time formerly existing characteristics of non-formal 
education. This method may also be applied to other elements of ICH.

sons on theory, history, and cultural values of batik while the museum workshop 
was used for the practical workshops in the traditional handcrafts of hand-drawn 
and hand-stamped batik.

Sponsors were sought among batik producers to minimise the cost of the 
training for the students. This helped participants who were not well off economi-
cally. Support of the city government was sought. 

Invitation proposals were circulated to educational institutions in Pekalongan 
City. The training programme commenced in 2006, initially at the Batik Museum. 

Later on, as the programme developed, school teachers were trained through a 
programme of ‘training of trainers’, so that batik education and training could be 
carried out at educational institutions having facilities, while the evaluation testing 
would be done at the Batik Museum. The batik education and training retained 
the original oral system of transmission. Some batik producers have also begun 
holding workshops for students, using the pattern established by this programme. 

The theory of cultural values and practice of traditional handcrafts of hand-
drawn and hand-stamped batik have been inserted into school curricula at various 
levels as local content. Some schools have also included material related to batik 
into other subjects. For example, language lessons have used written articles re-
lated to batik; biology and chemistry lessons have discussed the natural dyes used 
for making batik, etc.

Evaluation of the Programme
The number of students participating in batik culture training at the Batik Mu-
seum was 4,815 in 2006, 12,905 in 2007, and 5,749 in 2008). Many teachers under-
went training to teach batik culture in their schools (1053, 1798, and 925 during 
the respective years). The numbers have increased in 2009. This is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ongoing viability of batik culture in Pekalongan City and sur-
rounding areas.

The numbers of schools teaching batik cultural heritage Pekalongan has in-
creased from just 1 in 2005–6, to 100 in 2006–7, to 194 in 2007–8, and to 230 in 
2008–9. Of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in Pekalongan, 100 per cent now teach 
batik cultural heritage. 

Virtually all participants succeed in mastering the cultural values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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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an Dance Safeguarding Action Plan
Safeguarding Plans for Saman, inscribed on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in 2011, 
include preparation of teaching material on Saman (books and audio-visual ma-
terials) and insertion of Saman into school curricula as well as strengthening tra-
ditional places of transmission of Saman cultural heritage (mersah). The plan has 
been going on since 2010.

Noken Multifunctional Knotted or Woven Bag Handcraft of the People of Papua
The Action Plan for Noken, nominated for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in 2011, 
includes preparation of posters and other teaching materials, strengthening of 
groups of traditional Noken craftspeople, and insertion of Noken into school cur-
ricula.

V. Conclusion

Formal and non-formal education are important media for the transmission of 
ICH.

ICH may be appropriately inserted into school or university curricula of 
formal education, whereas non-formal education in ICH may be strengthened by 
assistance to traditional schools and masters, for example, by the preparation of 
teaching materials, through financial and technical assistance, etc.

Some exemplary cases from Indonesia of ICH transmission through formal 
and non-formal education, such as Wayang, Angklung, Education and Training 
in Batik Cultural Heritage for Students, and the Saman and Noken Action Plans, 
demonstrate the value of ICH transmission through formal and non-formal 
education.

Appendix
Opening Remarks

Summary of Discussion
Profile of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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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is beautiful day of the harvesting season in autumn, when hundreds of 
fruits and grains are ripening and trees in the mountains and fields are tinging 
maple colours, I am very delighted and filled with the feeling of great honor that 
our Centre of UNESCO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 and Pacific 
Region (ICHCAP)  is privileged to host this year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afeguarding ICH to reflect on the creative values and productive utility of our 
intangible heritage that our forefathers have inherited to us.

I would like to begin by expressing my deepest gratitude and respect to 
President Chérif Khaznadar of the World Cultures House (Maison des Cultures du 
Monde) in France and other distinguished scholars and experts from around the 
globe for travelling all the way to Seoul, as well as to my fellow Koreans who are 
involved to safeguard and promote ICH in every corner of this country for taking 
the precious time out of your busy schedules to participate in today’s conference.

It has been less than a decade since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as adopted in 2003, and yet this UNESCO 
Convention is now spreading across borders like a newly found gospel, raising 
the respect and affection for the cultural heritages and traditional values. Many 
countries are now taking various measures to safeguard their ICH: establishing 
institutional systems and laws, compiling inventories and continuing to search for 
performers and bearers and transmitters of ICH.

While the program to nominate UNESCO’s Representative List of the 

Opening Remarks

Samuel LEE
Director, ICH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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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 headquarters in Paris as well as various national, international and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throughout the Asia-Pacific region, and therefore, I 
believe that our efforts will serve as a meaningful contribution to achieving full 
global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 would once again like to extend my sincerest appreciation to our 
distinguished presenters and discussants, and also to all participants for 
devoting your day to this conference, and especially to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n government and the Dangjin City for the generous 
sponsorship and cooperation. I hope today’s meeting will bring beneficial fruits to 
all of u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nd List of ICH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and Best Practice has been started only since 2008, already over 140 
nations have joined the program, and over 260 elements have been inscribed, and 
the competition and enthusiasm to register more ICH elements on the Lists is 
growing in intensity day by day.

However, because a large percentage of the world is still not familiar with the 
concept of ICH and each nation differs in their scope, categories and inscription 
criteria of ICH, a fair amount of difficulty and confusion remains that continues to 
imped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Ever since the establishment of ICHCAP in Korea last year to assist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 the Asia-Pacific, a region blessed with an 
abundance of diverse cultural heritage, we have travelled to quite many countries 
and subregions to promote information work and networking among experts and 
stakeholders regarding ICH. In this process, we have felt seriously a severe lack and 
want of systematic understanding and problem consciousness concerning ICH, 
as well as the urgent need for further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cultivation of 
expert personnel in order to successfully implement the Convention.

We have acknowledged, we have to raise up ourselves the level of ou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about the valuable ICH in various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as well as to arrive at a better recognition of how ICH 
functions and contributes for human and social development.  This conviction has 
induced us to invite these distinguished experts with long and rich experiences in 
research and activity to this international conference.

Especially the main issue we hope to reflect together today is “Wherein lies 
the creative values of ICH, and in what ways do they support or influenc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human society.”  This is a very fundamental question 
that will help us clarify why we must safeguard and promote the ICH of humanity.

I am sure, the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today will be very significant 
and enlightening, as they are conducted by prominent figures with considerable 
expertise and research experience, some of whom have played important roles in 
the cre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UNESCO Convention. I also expect that 
many innovative suggestions will be voiced on how to safeguard and promote a 
common heritage that is invaluable to all human life and societal development.

All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will be recorded, documented and sent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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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Dr Lee welcomed the participants and the attendees, and he expressed his high 
respect to President Chérif Khaznadar of the World Cultures House (Maison 
des Cultures du Monde) and the other distinguished scholars and experts from 
around the globe for travelling all the way to Seoul.

Dr Lee continued by emphasising the significance of the rapid adoption of the 
2003 Convention around the globe. Over 140 nations have joined the program, 
and over 260 elements have been inscribed, and the competition and enthusiasm 
to register more ICH elements on the lists is growing in intensity each day. He 
cautioned, however, that because a large percentage of the world is still unfamiliar 
with the concept of ICH and because each nation differs in their scope, categories, 
and inscription criteria of ICH, a fair amount of difficulty and confusion remains 
and continues to imped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He told attendees that ICHCAP was established to assist in implementing the 
Convention in the Asia‐Pacific through information and networking. Dr Lee also 
mentioned that in this process of undergoing its functions, ICHCAP felt that there 
was a lack of systematic ICH understanding as well as an urgent need to further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implement the Convention successfully.

Summary of Discussion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CH Safeguarding 
Creative Value of ICH for 
Sustainable Development

5 October 2012,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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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of Janet Blake’s Presentation Paper
Sangmee Bak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r Blake’s paper highlighted several critical junctures in the historical process 
that led to the 2003 UNESCO Convention, and it illuminated the significance of 
the Convention in the global discourses on culture and development. As for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that paved the way for the birth of the Convention, 
Dr Blake noticed that there had been an increasing recognition of ‘culture’ as 
one of the important pilla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 notion that received 
international endorsement with the Rio Declaration in 1992. 

In the paper, it was also pertinently pointed out that the Convention marked 
a meaningful departure from the monument-oriented Western perspective of 
cultural heritage safeguarding policies while being an important step towards 
accommodating the voices of the local and indigenous communities into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such policies. Even in the context of the 
1972 World Heritage Convention, the associative value of heritage and the role of 
relevant ‘communities’ have been receiving a growing amount of attention. For 
example, the inscription criteria, as part of the Operational Guidelines to the 1972 
World Heritage Convention (revised several times afterwards), have increasingly 
emphasised the associative values (as explicated in Criteria VI: the intangible 
cultural aspects of the heritage). 

Dr Blake noted that the Convention is being implemented in divers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ecological contexts. Local definitions, categories, and 
practices regarding ICH are quite varied, and this calls for safeguarding measurers 
that reflect such a variety of conditions accordingly. She also pointed out that ICH 
(or, more broadly, culture) does not correspond with the territorial boundaries 
between nations, and this also presents new challenges in implementing 
UNESCO’s ICH programs.  

Overall, Dr Blake seems to present a positive prospect for the UNESCO ICH 
safeguarding programs based on the Convention. For example, she stated that 
multinational ICH nomination may open the arena where regional or sub-regional 
communication on safeguarding ICH can be activated. She also said that defining 
the state government’s role vis-à-vis the immigrant communities in the ICH field 
might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relevant international law. However, more 

Hwi-jun Ahn introduced the Overseas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which 
was established last July, and welcomed all the distinguished guests. 

Mr Ahn mentioned that since the 2003 Convention was implemented, various 
activities concerning ICH safeguarding have been carried out locally,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Moreover, he emphasised role of culture for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as well as the United Nation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He mentioned that the one of the reasons for the conference is to allow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roles and values of ICH in sustainable development. 

SESSION 1: 
WHAT IS THE SIGNIFICANCE OF THE 2003 CONVENTION? 

Prof Geun-gwan Lee opened the first session with words of thanks to the 
organisers of the conference and to the participants. He gave some background to 
his experience with the 2003 Convection when it was adopted in Paris as he was 
a member of the Korean delegation. He then reiterated Tim Curtis’s sentiments 
about the rapid success of the Convention over the past nine years, with 145 States 
Parties and 267 inscriptions. He then concluded that the conference is a timely 
and significant opportunity to take stock of the Convention’s achievements and to 
discuss ways of moving forward.

Before giving the floor to the first speaker, Prof Lee commented on the first 
session’s title, ‘What Is the Significance of the 2003 Convention?’ He said that one 
of the significances of the Convention is that it gav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language with which and through whic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uld 
conceptualise problems and articulate ways to address these problems. In addition, 
he said that the Convention contributed to shifting emphasis from a Eurocentric 
conception of culture to non-Western and non-European cultural practices. He 
said that the Convention also has significant implication for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s it emphasises or stresses the role of sub-state or non-state 
actors, such as indigenous communities. As a final mention, Prof Lee said that the 
Convention also highlights the trans-frontier dimension of the problem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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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of Tim Curtis’s Presentation Paper
Soyoung Yook Professo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 appreciate Mr Curtis for his presentation. His presentation gives us a chance 
to understand how the 2003 Convention has been developed and implemented. 
Especially, he detailed the measures that each State Party has been taking to 
safeguard ICH and the status of the inscribed elements. In my opinion, there 
is nothing that I need to add to his presentation. Thus, in lieu of discussing his 
presentation, I would like support and supplement it by talking about the measures 
and current status to safeguard ICH in Korea.

In Korea,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CHPA) has been the foundation 
to ICH safeguarding since its enactment in 1962. A basic frame of protection on 
ICH under the CHPA has been to preserve the original condition of ICH. For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designated ICH holders as Valuabl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oreover, the government has designated other heritage, 
such as clothes, tools and houses related to an annual events, and religion, as 
Valuable Folk Cultural Heritage. Also, to transfer and develop valuable ICH, the 
government has made the holder of valuable ICH responsible to educate successors 
and may provide scholarships to successors. Moreover, the holder of valuable ICH 
must disclose his or her technology or artistry once a year. The government may 
subsidise total or partial cost to protect and develop Valuabl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ccordingly, three theories—preservation of original condition, 
education of successors initiated by government, and mandatory disclosure—have 
long been fundamental to policy surrounding ICH in Korea.

However, UNESCO adopted the ICH Convention in 2003, and Korea joined 
it in 2005. The Convention went into force in 2006, and it has since provided new 
international circumstances to protect ICH. While a basic principle of the CHPA 
in Korea is preservation of the original condition, the Convention proposes to use 
various tools, such as evaluation, record, research, preservation, and protection, 
to ensure vitality. Thus, since joining the Convention, Korea has changed its 
methodology to safeguard ICH and has used various ways to protect ICH rather 
than focus on preservation under the CHPA. Also, in the past, the government 
protected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same way and under the 
same principle. However, subsequent to joining the Convention, Korea could no 

communication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better understanding. Instead, it may 
create conflicts especially among neighbouring, rival nations for whom cultural 
hegemony and historical origin and ownership of cultural elements are disputed. 
Such occurrences have already been observed in relation to UNESCO’s ICH 
nomination processes. 

Multinational ICH nominations that include geographically distant nations 
(as in the case of falconry) may posit a different kind of issue: that of the scope 
or scale of cultural elements. Can the mere similarity of form among cultural 
elements serve as sufficient grounds for multinational ICH nomination? What 
about the cultural meanings, contexts, and other variable conditions? Will there 
be a possibility of de-contextualising the cultural heritage when we group the 
ICH in diverse cultural contexts into one cultural element for the nomination 
purpose? Does ‘origin’ of ICH matter? If it does, it may bring up complicated (and 
quite possibly politically charged) historical issues especially among neighbouring 
nations, which may hinder the necessary collaboration in nomination process. 
If we decide not to consider any significant historical process of the distribution 
of an ICH (if such was the case), we might be taking the ICH out of its historical 
context. 

Throughout the paper, Dr Blake emphasised the importance of involving local 
communities and incorporating the indigenous notions of ICH into implementing 
the 2003 Convention. Given the diverse cultural contexts where ICH safeguarding 
measures are implemented, there is no question that local perspectives need to 
be reflected for successful safeguarding. To effectively navigate and manage the 
often conflicting views and interests of the local, state, and global agencies will 
be a difficult, yet worthwhile task that may enlighten humanity with culturally 
sustainable paths of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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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ICH on the UNESCO lists brings social attentions to ICH safeguarding 
and contributes to preserving ICH in Korea. Also several seminars and meetings 
regarding ICH protection have increased recognition of ICH protection among 
citizens. Thus, it is expected that such increased recognition will be a strong basis 
for safeguarding ICH from now on in Korea. 

Open Discussion 
Professor Galla addressed the two presenters. He said that in drafting the 
Convention and the Operational Directives, one difficulty to deal with was 
related to the question of religious intangible heritage and religion. He pointed 
out that we are comfortable when dealing with indigenous spirituality and that 
inscribed elements surely support this. However, when it comes to any religious 
ideology that isn’t indigenous and spiritually grounded heritage, we are somewhat 
uncomfortable to talk about it. He asked the presenters to give their views on the 
matter.

Janet Blake Senior Lecturer, University of Shahid Beheshti, Iran

Professor Blake thanked Professor Galla for the comment. She used Croatia as 
an example of where religious ICH elements don’t pose any particular problem. 
However, she also mentioned that country reports show how, in some cases, the 
predominant religion can be quite hostile to ICH elements. She also said that it 
pleased her to see how openly states were reporting on this, as it is the kind of issue 
that one almost expects to be hidden. She agreed that it is indeed a matter that 
needs some serious consideration. 

longer treat ICH and 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same way. Above all, under 
the CHPA, the original condi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hardly defined 
and the protection of ICH in itself has come under controversy. Then, a scholar 
proposed to enact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ct.  

Despite such weakness of the CHPA, it is still a basic law for protecting ICH 
and based on this act, ICHCAP was established. Also, in 2009, to build up a fund 
to protect cultural heritage covered by the CHPA,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Fund Act was enacted. The fund that was created should be used for preventive 
measures to preserve cultural heritage, foster and support private protective 
action, and so on. However, as one scholar pointed out, it is true that if a special 
act for protecting ICH is enacted, then ICH can be better protected under such a 
unitary act. 

Currently,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HA) is in charge of 
safeguarding cultural heritage in Korea. It plays following roles: designating and 
registering cultural heritage; approving alteration and excavation; conserving 
cultural heritage and providing financial support; managing royal palaces, 
tombs, and historic sites of the Joseon dynasty; globalising cultural heritage and 
promoting exchange with North Korea; researching and investigating cultural 
heritage; and training specialists. Besides the mentioned roles, the CHA has other 
functions for ICH as well. First, it provides cultural heritage information services 
and manages sites regarding cultural heritage information, including the Korea 
National Heritage Online. Second, it provides several online educational videos to 
train people. Third, it tries to inscribe Korean ICH items on UNESCO lists.

However, it is still uncertain whether ICH can be protected under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 For ICH to be protected as intellectual property, the 
definition of ICH must be clearly provided, and there is a need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current basic form of ICH protection (i.e. preserving 
original condition) and protection of new creativity added to ICH. Thus, besides 
international discussion surrounding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n ICH, for 
the protection of ICH under intellectual property law, a new system for ICH must 
be created. 

Currently, Korea has fourteen inscribed ICH, including Royal Ancestral Rite 
and Ritual Music of Jongmyo Shrine. Also the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try to inscribe other Korean ICH items on the UNESCO list. Such inscrip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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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Tools and Perspectives’, suggests using the conceptual framework of 
‘social institution’ to understand ICH with wider vision. His main argument is 
to consider ICH not just as the cultural product but as the process of cultural 
production. The conceptual framework of social institutions makes clear the fact 
that change in ICH is inevitable and ICH practices are always affected by the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It also connects positive relationships with other 
social institutions—collaborating institutions such as museums and NGOS—to 
safeguard local ICH.

I agree with the article’s main point to broaden the concept of ICH and to 
use social institutions. The essentialist’s interpretation of ICH has been criticised 
as neglecting the nature of culture. Culture is not a fixed entity and not exactly 
the same when it is reproduced. ICH also needs to be understood in this context. 
In this point, ICH can be related with the idea of cultural diversity. From the 
perspective of cultural diversity, the change in ICH can be interpreted as the 
creative process of cultural interchange and a product of cultural encounters. It 
does not need to be reviewed or criticised in terms of archetype, authenticity, or 
orthodoxy. However, what kinds of change can be accepted or not? It is also Dr 
Seitel’s question. It is an important question because ICH is always related to the 
definition of tradition and authenticity in local communities. To safeguard ICH 
elements, they were recorded, coded, and reviewed in terms of authenticity and 
cultural tradition. Sometimes orthodox tradition is defined and human cultural 
properties are registered. In a society where the social institution of ICH practices 
has been weakened, ICH safeguarding needs more active involvement of the 
government or other social institutions. Registered ICH and human cultural 
properties are important policies to salvage dying ICH. At this point, we need to 
return what Dr Seitel asks us, that is, what kinds of change are acceptable or not in 
safeguarding ICH. In addition, we need to examine what adaptation of the social 
institution concept and acknowledge of dynamic change of ICH contribute to the 
safeguarding policies where the people do not reproduce ICH in everyday life. 

Second, I agree with Dr Seitel’s opinion that this new perspective of ICH can 
be useful to promote the spirit of cultural diversity. There are, however, many 
different stages of accepting the value of cultural diversity. Some societies, such 
as Korea and Japan, have recently gone through social change introduced by 
international migration. They have maintained homogenous features in culture 

Tim Curtis Chief of Culture Unit, UNESCO Office in Bangkok

Tim Curtis added that he thinks it certainly is a sensitive issue for possibly a whole 
range of reasons. But perhaps technically it isn’t all that dissimilar to the language 
issue, as the language issue can also have these sensitivities. He offered a way that 
the Convention could get around it is to say that just as we don’t recognise the 
language per se, we do see language as a vehicle for certain ICH expressions. The 
solution might be to approach religion similarly. But the reality is that there will 
be opposition to this or that. But that will be something for the States Parties to 
determine. 

SESSION 2: 
HOW TO SAFEGUARD THE VALUE OF ICH? 

Dr Seong-Yong Park opened the session by giving special thanks to Dangjin 
city, which co-sponsored lunch for the participants and attendees. He went on to 
further state that today’s conference on the creative value of ICH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s not an isolated event, but rather a part of a series of conferences 
that have been organised by ICHCAP over the years. The topics of previous 
conferences include information and networking for ICH safeguarding as well as 
regional collaborative issues in the Asia-Pacific region in the ICH safeguarding 
field. 

Dr Park said that creativity, which is basic but has intrinsic value as an attribute 
for ICH, comes to mind when it comes to ICH safeguarding. In this sense, it is 
thanks to the 2003 Convention that ICH is known to keep strong relevance with 
divers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ven human rights. And this is why, 
explained Dr Park, the topic for this second session is very important in relation to 
ICH safeguarding. 

Discussion of Peter Seitel’s Presentation Paper
Geon-Soo Han Professo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Dr Peter Seitel’s paper, ‘Sustainability and Cultural Diversity in Safegua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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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of Kyung-koo Han’s Presentation Paper
Adi Meretui Tuvou Ratunabuabua Principal Cultural Development Officer, Ministry of Education, 

National Heritage, Cultural and Arts)

The call for action to preserve ICH may be considered an imposition from the 
UNESCO 2003 Convention; however, for some Pacific Island Countries (PICs), 
the question has been asked: Why had measures for ICH safeguarding not taken 
place earlier? For others, another question has arisen: Why should we safeguard 
ICH when there are so many other lifestyle demands to consider in the modern 
world for survival.

For many PICs, the call to have national inventories initially came not from 
the 2003 Convention but from the response to implement the 2002 suis generis 
framework that was developed in the Pacific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odel law for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the notion of collective 
ownership in collaboration with a number of cultural practitioners, governments, 
and development partners.

This call was endorsed by ministers for culture who identified this as a priority 
instigated by the Pacific Intergovernmental Council of Pacific Arts and Culture 
(CPAC). The national focal points to the CPAC are members of the regional 
Secretariat of the Pacific Community (SPC) whose contact points are through the 
foreign affairs and ministries for culture and/or cultural centres. 

The focal points went ahead after years of trying to work out how to start and 
to answer a multi-layered question: Why make an inventory and implement the 
model law with the two basic questions to be addressed: Who are the owners 
and what needs to protected? And to find this out was a long trialled-out process 
engaging and observing stringent traditional protocols involving government 
officials, local field research officers, and communities through rural village-based 
systems and networks (reference the Fiji model, which has covered eight provinces 
of fourteen mapped from 2005 to 2012, and the Papua New Guinea model, which 
used Fiji’s model as a benchmark). The exercise also provided the challenge of 
outsiders accessing the ICH databases with a requirement for prior and informed 
consent from the ICH owners. Noting that information sharing on websites is 
not currently being encouraged, depending of what is permissible in the public 
domain, and this presents a dichotomised challenge of transmission versus 

and ethnicity. In these societies, promoting cultural diversity and multiculturalism 
is misunderstood as removing the people’s concern for traditional culture. In 
addition, what about the migrants’ ICH? How do the hosting societies support the 
safeguarding of migrants’ ICH? Can the host countries officially register migrants’ 
or ethnic minorities’ ICH as the national ICH or try to nominate these ICH 
elements for inscription on UNESCO ICH lists?

Third, Synchrotext, a digital tool that Dr. Seitel introduces, looks very helpful 
to archive various ICH data for disseminating, researching, and safeguarding. 
As he mentioned, the language tool needs to be extended to more languages, 
especially East Asian languages, but I also think it would be necessary to build 
a portal site in spreading cultural diversity for those who not only study but 
also transmit ICH—a portal site where everyone can have access to the ICH 
information. This could perhaps also be a mission for ICH in the long run.  

Response by Peter Seitel
For the sake of time, Peter Seitel addressed just one point—the matter of whether 
the ICH of immigrants should be safeguarded in the name of cultural diversity. 
He said that in approaching ICH as a social institution, one of the implications 
is that there will be many ways of safeguarding ICH. By ‘safeguarding’ we mean 
enabling it to reproduce itself as a social institution. And it is not only official 
recognition by an international organisation like UNESCO as a modality of that 
safeguarding; there might be other ways, too. He said that he would argue that 
the ICH of immigrants is important to the immigrants in terms of maintaining a 
place in the world to retain their ethical knowledge and their material knowledge, 
and so safeguarding should be pursued. He added however that whether it should 
be pursued by UNESCO is another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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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with emphasis and involvement for protection through local 
communities and national legislation, the preservation for sites of local and 
national significance, and a call for a more holistic approach for implementing 
the 2003 and 1972 Conventions for intangible and tangible cultural heritage for 
projects such as the revitalising traditional navigation skills and cultural voyaging 
sites and strengthening relationships in the Pacific for cultural sites and oral 
histories that link to traditional voyaging routes, cultural exchanges, and barter 
systems that were used to strengthen kinship ties in the past, through the Vaka 
Moana project.

Traditional house building has seen a decline due to lack of the availability of 
traditional building materials that used to be readily available. However, earlier 
national polices directed towards food security have affected crops planting, and 
areas that were once used for sustainable practices—for example, areas where roof-
thatching materials for making for traditional houses were once grown are now 
being used for rice production or cattle farming—has seen the loss of availability 
of local resources to build the houses and has brought with it the loss of the skills 
and traditional know-how for continuing the ICH practices in the community.

Traditional agricultural and fishing practices have also seen a decline, and 
there is more reliance on the commercial products that are processed and come in 
tins or cans to meet the changing pressures and for a faster pace of living in towns. 

Many indigenous fish and plant names and calendar cycles have not been 
passed down, and fishing practices have been forgotten and knowledge has diluted 
because the introduced education system did not place emphasis on passing down 
traditional knowledge. And this is being further intensified as the elders who do 
know the names and the practices are fast declining.

Making ICH inventories does not come without its challenges particularly 
when trying to ensure cultural diversity of all cultural groups as part of 
one’s national identity and strength. But to start the process is a good step if 
communities and governments are concerned about the future and the methods 
of survival and know-how used by our ancestors. For the Pacific, we are prone to 
natural disasters, such as floods, cyclones, and tsunamis, and we have to revert to 
our local ICH knowledge and resource base in times of desperation. If the world’s 
energy sources continue to deplete at the current rate, and we are forced to go back 
to using local natural resources based on our traditional knowledge, then having 

protection for educational purposes.
In 2011, initiatives through the SPC, which works with twenty-two Pacific 

island Member States, saw the production of a handbook and guide for Pacific 
heritage centres and governments on cultural mapping for ICH, including 
information on how to map tangible traditional cultural sites and link to 
migration patterns and to physical site locations based on documenting oral 
histories through a community-consultative process with a range of partners with 
ministries of culture as the focal point for data collection in communities. 

The practical guide was produced as a model, noting that one size does not fit 
all and that circumstances are wide ranging in many PICs, depending on their 
governance structures, availability of resources and policies (still being developed), 
and capacity to engage in such systems. The guide should be seen as a starting 
point. It is available on the SPC website, http://www.spc.int. 

A policy guide was also produced by Fiji on its ICH ratification process and 
an information paper to parliament to encourage collaboration and to share ideas 
and experiences in formal processes to engage in the convention.

In the Pacific, urban dwellers tend to have moved from the rural fishing, 
agricultural, and island-based villages to search for jobs and to look for ‘better’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their children. And so, the question would be: Why 
should we preserve our ICH when there are pressures to put food on the table, pay the 
bills, and get the children educated in a school system that follows Eurocentric models? 

There is now a move towards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programs that have seen a number of PICs through UNESCO’s try-out education 
frameworks for the UN ESD decade to see initiatives using ESD for local content 
included in the curriculum and taught in schools from primary level for disaster 
risk management (using traditional knowledge in the case of natural disasters), 
revival of traditional boat building and navigational skills, and strengthening 
arts education with community participation and with retired school teachers as 
facilitators.

The establishment of a Pacific Heritage Hub is a very recent initiative by 
UNESCO National Commissions, funded by the UNESCO Australian Funds-
in-Trust working collectively in the Pacific for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ing, and capacity building for the 1972 World Heritage Convention. The 
emphasis for the Pacific is to have the 5th C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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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hile this paper focuses the discussion of safeguarding endangered ICH 
on the situations in developing countries, I think the current policies and 
institutions adopted to safeguard ICH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elements of the Native American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or those of the Ainu in Japan, need to be discussed as well in order to 
emphasise the unique challenges and perspectives in safeguarding ICH in 
developing countries caused by their particular conditions and situations. 
Furthermore, I think, when discussing the issues involved in safeguarding 
ICH, independent and distinctive factors that influence cultural traditions 
in individual countries or cultures can be regarded as important as common 
socio-economic factors confronted by the large majority of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2.   I would appreciate it if there were more concrete examples illustrating 
the impacts of the 2003 Convention on the ICH safeguarding policies 
of developing countries. Prior to the adoption of the 2003 Convention, 
UNESCO implemented two major initiatives to safeguard ICH elements: 
the 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 (1989) and the Programme of the Proclamation of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2001). I would like to know 
the contributions and limitations of the Recommendation and Proclamation 
in safeguarding endangered intangible heritage in developing countries 
compared to the 2003 Convention. 

3.   The safeguarding of ICH depends on diverse factors including creativity, 
authorship, and improvement efforts, not to mention knowledge and 
materials related to ICH elements. Thus, heritage practices can be improved 
or recreated in new forms with emphasis on their traditional values 
maintained for generations. Even though such changes can be made 
smoothly according to the demands of the time or social circumstances, 
we cannot exclude the possibility that the changes may be brought about 
artificially under the control of commercial interests. I would like to have 
Prof Arantes’s opinion on this matter.  

4.   Social problems concerning ICH holders may arise depending on the 
specific society and its leadership, including prejudice and intolerance 
against ICH holders and hierarchies and power relations based on gender 

the information on who is practicing the skills and its availability is a great start 
that can be referenced for future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and for the 
communities’ heritage base for their children in the future.

At this meeting, I speak not just for Fiji but for the Pacific as the Pacific way 
is to work collectively through consensus. And we continue to move collectively 
through the CPAC with Pacific Regional Cultural and Environmental networks 
in addressing modern-day issues towards sustainable living as practiced in the 
past but now is looking to move to areas that include cultural diversity, cultural 
industries,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for small developing PICs.

Two recently adopted documents that include ICH as integral parts to the plan 
were endorsed in July this year by ministers for culture at the recent Festival of 
Pacific Arts, a quadrennial event celebrating its 40th anniversary in the Solomon 
Islands. These documents for implementation are 1) the Pacific Regional Culture Strategy 
2010–2020 and 2) the Pacific Regional Culture and Education Strategy 2009–2015. 

While the Pacific has gained the endorsement from the Pacific leaders to 
enable policy and funding to support ICH activities in the region for national 
governments to implement through the ministries of culture and environment, the 
real test i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mmunity with its input into monitoring 
and evaluating the policies and activities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for statistics to gauge the effectiveness of the ICH Convention and its 
implementation in rela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our future sustainable 
living. Thank you for your time.

Discussion of Antonio A. Arantes’s Presentation Paper
Hwan-Young Park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In his paper, Prof Arantes earnestly discusses the challenges and perspectives in 
safeguarding ICH in developing countries, where elements are at risk of extinction 
in their socio-cultural contexts, based on a variety of cultural-anthropological 
experiences and theories regarding ICH. While I generally agree with his views 
and opinions, I would like to ask a few questions I had as I was reading his paper 
and mention some points I wish he could expand on for further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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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er thought about the effects or consequences of the conditions in which the 
Convention is being implemented. 

As far as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Mr Arantes said he thinks the 
ethical problem about anthropologists, NGOs, and others being the voices of 
the communities is that they give themselves the authority to be the official 
interpreters of the community. And this is a very big problem because when it 
comes to politics, we cannot make choices or say this or that is better because it all 
depends on the visions that the people have about their own future. 

In closing, Mr Arantes said that the 2003 Convention raises issues that should 
be given time to discuss, and in terms of professionals who put themselves in 
situations as translators of the communities for the sake of granting some kind of 
support, he said it is a delicate situation. 

SESSION 3: 
HOW TO PROMOTE BETTER ICH FOR SUSTAINABLE EVELOPMENT? 

Tim Curtis, Chief of Culture Unit, UNESCO Office in Bangkok, thanked the 
organisers for asking him to chair the third session and introduced the presenters. 

Discussion of Dawnhee Yim’s Presentation Paper
Sang Hyun Lee Professor, Andong National University

In this paper, Prof Yim illustrates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institutions for 
intangible heritage, a subject she has researched with much interest, and especially 
those aspects that would be helpful or serve as a reference point for UNESCO in 
operating ICH systems. 

Specifically, the paper summarises the backgrounds from which Korean ICH 
institutions developed and their characteristics—for instance, the experience of 
operating a range of systems for safeguarding ICH. As an expert in this field, she 
goes beyond merely describing such policies and deals with crucial challenges 
brought up in discussions taking place in Korea with regard to ICH institutions, 
including problems arising from unnatural means of conserving ICH, fossilisation 
of ICH, and the hierarchy imposed on ICH elements. Lastly, Prof Yim mentions 

or age differences. If so, I want to know what solutions are available to 
safeguard ICH elements and create conditions for ICH holders to continue 
their roles and activities in such society.  

5.   As for the inventorying of ICH elements, I would like to learn about some of 
the inventorying projects undertaken in Brazil and other South American 
countries. I would also like to hear Prof Arantes’s opinions on what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there are between the South American cases 
and those of other developing countries and about the types of problems the 
former has faced.  

6.   While the safeguarding of endangered ICH is a definite imperative, I would 
also like to know more about the possible alternatives and future prospect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ICH based on the current global trend of 
multiculturalism and urbanisation.    

7.   In my opin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ncerning ICH could be treated 
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afeguarding of 
ICH, and I would like to hear Prof Arantes’s view on this matter. 

8.   While I entirely agree with Prof Arantes’s view on the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anthropologists, I wonder if we can further discuss the 
ethical standards expected of anthropologists as they contribute to the series 
of policies and administrative activities aimed at systematically safeguarding 
ICH by continuing to identify, select, and inventory elements.

Response by Antonio Arantes
Antonio Arantes addressed the matter of using ethnographic material by saying 
that he is in favour of either using this sort of ethnographical material in full detail 
or not using it at all. He said that he is partial to raising questions and pointing 
out issues that he thinks might be relevant and inspiring for further research than 
to using bits and pieces of ethnographic evidence because these are very easily 
manipulated. 

As to the opposition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Mr 
Arantes said that he has some doubts about how such a difference or distinction 
may clarify because there are so many aspects when you think of each country 
or the situation in a region in each country. Countries are not homogenously 
underdeveloped or developed; they are varied inside. He said more evaluation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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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vant scholars participated in the both processes of investigation and approval 
for ICH designation, and this generally led to the identification of their favoured 
items of folklore. 

These problems have resulted in artificial preservation and fossilisation of 
ICH, which was brought up by Prof Yim in a recent discussion about Korea’s ICH, 
and other various challenges. Such developments are well shown in case studies 
conducted of many regions.  

On the other hand, the influence of ICH policy is not confined to the culture 
of a country, but rather provides a reason for conflict among neighbouring 
countries. The struggle for cultural hegemony has begun between some countries 
in North-East Asia over recent inscriptions to UNESCO’s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r instance, when Korea’s Gangneung 
Danoje Festival was inscribed, China protested while Korea strongly opposed the 
inscription of Arirang as China’s intangible element.  

I am of the opinion that the cause of conflict lies in the fact that each country 
has long exploited, to varying extent, ICH policies for political purposes, and 
UNESCO’s policies on intangible heritage also stand on the extension of such 
perspectives. It seems that this kind of conflict in relation to intangible heritage 
was plainly expressed as a form of severe confrontation over territorial ownership.

On 16 November 2005, at UNESCO’s sixtieth anniversary celebration in Paris, 
two years after the declaration of UNESCO’s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2003, the renowned anthropologist Claude 
Lévi-Strauss stressed that understanding cultural diversity will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peace throughout the world. Although UNESCO is pursuing a 
variety of programs including the 2003 Convention, one of its ultimate objectives 
probably is world peace. 

However, in my opinion, a recent series of discords that took place in North-
East Asia over UNESCO’s designation of intangible elements do not stem from 
policies themselves, but wrong understanding of some staff or researchers in 
charge of intangible heritage in each country with regard to UNESCO’s policies. 
To take all into consideration, in an academic conference on UNESCO’s policies, 
just like this international conference, all participants surely need to make 
reference to various experiences of other countries to develop desirable policies for 
the preservation and use of ICH, but it is also time for us to discuss the ultimate 

how UNESCO’s ICH policies have influenced Korea’s ICH policies, and then 
cautiously suggests a direction for future policies in Korea. 

While part of my own study concerns intangible culture, I am not directly 
involved in policy, and therefore, not in a position to verify the details in her paper 
or raise questions. However, I believe that this conference is aimed at reviewing 
UNESCO’s preservation and use of ICH, largely by examining the Korean 
experience. Therefore, as the designated commentator, I will discuss several points 
that I found interesting and some that need to be complemented.  

ICH policies were adopted in Korea earlier than in other countries, making 
Korea a good example in the operation of ICH policies. The Korean case can 
be easily predicted to assist in safeguarding and using UNESCO’s other ICH 
elements. Indeed, I think that some Korean institutions that provide systematic 
assistance for ICH bearers and designation of living human treasurers would 
contribute to the formulation and operation of ICH policies of other countries and 
UNESCO’s safeguarding and utilisation policies of intangible heritage. 

However, brief comments on the features of the ICH policies of Korea and 
latest developments in discussions are not enough for the Korean cases to be used 
as a reference for UNESCO in developing such policies. To this end, there instead 
needs to be an analysis of the backgrounds from which Korean ICH policies were 
prepared as well as their characteristics. Specifically, it is needed to illustrate the 
grounds and backgrounds of the three latest issues addressed in this paper and the 
stages of emergence of various safeguarding measures.

While it is true that Korea began to develop ICH policies earlier than other 
countries, it must also be noted that Korea’s reasons for their initiation were more 
political than cultural. The main purpose of the ICH policies was not to safeguard 
disappearing intangible heritage, but rather to serve the political purposes of the 
then military dictatorship that seized power by a coup d’état and its attempts to 
reduce criticism against industrialisation policies. For this reason, ICH policies 
were launched without specified plans on how to preserve and use ICH elements, 
and therefore, were continuously complemented over time. In some cases, 
expressions of folklore that conformed to the ruling ideology of the regime at that 
time were designated as ICH elements. 

As another problem to ICH policies in Korea is that certain scholars have 
exerted a great influence on designation of ICH. In many cases, folklorists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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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may be a result of the 1972 World Heritage List, on which 80 per cent of the 
historical monuments were in Europe. This unintentionally brought a correlative 
assumption that the more the more listings a country had the more sophisticated 
or developed the country was. This mind-set, she said, has mistakenly been 
transferred to ICH listings.

To remedy this, Prof Yim indicated that there is a need to eliminate the idea 
that unlisted elements have lesser value than those listed. Such a paradigm change 
will help resolve conflict and enforce equality among ICH. 

Discussion of Amareswar Galla’s Presentation Paper
Thi Minh Ly Le Director, Center for Research and Promo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of Vietnam

ICH is one of the main potential resources for tourism as well as an opportunity 
for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using ICH resources for tourism purposes 
will also create challenges that we will have to face and deal with. The concept of 
‘sustainable heritage tourism’ that Prof Galla mentions is very important, and it 
should become a requirement for all countries.

A growing number of heritage tourism programs, especially those in the 
sphere of intangible heritage, have been initiated around the world. In my country, 
local governments are initiating plans to develop tourism wherever there is a 
heritage site or feature. This is understandable because tourism brings great 
economic benefits and entails less risk than other business sectors. However, not 
everybody understands that ICH is very sensitive and vulnerable and that the 
more it is exploited, the more it faces the risk of being changed and lost. There 
are many forms of ICH that cannot sustain the demands and pressures of large 
numbers of tourists. It is very hard to maintain both tourism on a large scale 
and the preservation of ICH. Tourism in itself can change or undermine the 
fundamental modes and forms of ICH and its expressions. ICH is like a beautiful 
landscape, and tourism is like a path across and through this field. The more 
tourism develops, the larger the path becomes, and then the landscape itself begins 
to change.

Here and there in my country and in some of the other places that I've been 
to, I've seen how vulnerable ICH is as tourism develops unsustainably. The 

goals of the ICH policies of UNESCO. 
In this respect, I would like to make a few requests to the agencies in charge 

of this international conference that have no immediate relationship with Prof 
Yim’s paper. Most of the academic conferences or research projects with regard 
to UNESCO’s intangible heritage that have continuously been held in Korea are 
predominantly focused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or safeguarding policies and 
the maximisation of value. This is understood as part of strategies to recruit many 
international organisations to Korea, or inscribe many intangible cultural items to 
the UNESCO lists. 

In addition, I believe that it is also time to initiate academic discussions on the 
changes that occur after UNESCO’s designation. So far, some items of traditional 
Korean culture were designated as UNESCO intangible heritage, but since then, 
few of the resulting changes have been discussed. As specified in the presentation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signation p’ansori, a form of traditional 
Korean music, and its impact, certain elements of Korea’s intangible heritage 
have had positive impacts on the awareness of the general public after UNESCO’s 
designation as an intangible heritage. However, such topics are rarely discussed 
among ICH experts, not to mention the general public. 

I firmly believe that a study that explores the changes in relationships that 
occur after designation as an intangible heritage is necessary because it can 
provide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concerning ICH policies of UNESCO, 
based on which effective policies can be formulated.

Response from Dawnhee Yim 
Prof Yim thanked Prof Lee and began by saying that Korea’s institutions for ICH 

were established due to rationalising the administration of Chung-hee Park since he 
had gained power through a coup d’état. She said there are two sides of folklore. One 
is the ‘old’ side, and the other is the ‘our’ side. When a nation accepts the concept of 
folklore, it seems to be biased on one side. Generally, if that country has a history of 
suffering due to foreign powers, it tends to protect its identity through safeguarding 
culture. She also emphasised that many leaders have used culture politically. 

Prof Yim admitted that Prof Lee raised a very important point: the listing 
mechanisms of the Convention seem to push competition and conflicts may occur, 
a situation that clearly goes against the spirit of the Convention. She suggested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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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rvation issues. To achieve these targets, it is extremely important to train 
professional staff, including those involved in heritage research activities, as well 
as officers and officials who have a wide knowledge of culture and tourism. Those 
people must be equipped with knowledge on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rules, 
standards, objectives, and requirements in implementing professional work in 
heritage protection.

I also agree with Professor Galla’s perspective on cultural diversity. Let’s create 
opportunities for ethnic minority peoples to present their own heritage. Tourism 
is not only aimed at heritage that has already been acknowledged by UNESCO. 
The success or failure of sustainability depends on this.

Finally, self-management of heritage by communities should be supported 
and seen as a way of sharing economic and social benefits from cultural tourism 
with the communities. It needs to be done as soon as any plan or program of 
cultural tourism has been conceived. If ICH resources are managed properly, they 
will bring direct benefits to the local areas where the heritage has been preserved. 
Cultural heritage is both a potential and a driving force when its cultural bearers 
use it appropriately in today’s market economy. Managers and researchers need 
to help the community to identify promotable elements and to transform cultural 
resources into forces for development.

Response from Amarswar Galla 
Prof Galla thanked Dr Le for her review and indicated that he had just one 
comment to make. He said that overall we are talking about a standard-setting 
instrument—a hard law instrument. But a lot of tourism charters are soft law 
instruments, like the World Tourism Organization Charter and the ICOMOS 
Charter, and there are different ICOM charters. He said that given that a lot of 
these charters don’t really embed intangible heritage, it is important to have some 
discussion and some analysis of case studies to come up with some kind of a soft 
law that would actually assist in promoting intangible heritage and implementing 
the Convention. 

initiation ceremony of the Dao people in Ha Giang province is performed daily 
for tourists. The markets in Sapa, Lao Cai, (presented in part today as venues for 
the ritualised courtship of ethnic minority lovers) are held on Saturday evenings. 
These ICH performances of traditional cultural life are scripted and enacted today 
by professional artists. In some cases, there are such problematic developments 
as the use of massive choirs of as many as 3,000 people, in place of the male-
female pairs who once performed the traditional musical genre known as Quan 
ho singing—a feature of Vietnamese heritage now officially recognised in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Comparable problems include low-quality versions 
of traditional artefacts and products on sale to tourists, or the transformation of 
cultural bearers into business people or professional vendors and hawkers.

To achieve sustainable heritage tourism, I agree with Prof Galla that it is 
necessary to map out and record heritage, in other words, to make an inventory of 
ICH, then to point out what communities and what ICH need to be respected, and 
not to use ICH merely for tourism development purposes. It is also necessary to 
raise the awareness of local authorities, tourism programmers, and communities 
with regard to this policy. 

To achieve sustainable heritage tourism, it is essential to build the capacity of 
communities before they engage with the tourist industry. Community people 
must make decisions about the ICH elements and the means by which these will 
be shared with visitors. In this case, community museums are of great importance 
as a means by which the community can develop and express their own voices and 
enhance the living heritage experience of travellers. Community people must be 
involved in planning, implementing, and monitoring the use of cultural heritage 
for tourism purposes. Active participation of the community will ensure the 
quality of tourism services as well as the authenticity of tourism products.

To achieve sustainable heritage tourism, the state must have a policy to 
cooperate and coordinate cultural and tourist activities. Sometimes, these two 
fields work along parallel rather than intersecting lines and thus never meet, which 
leads to a number of risks for safeguarding ICH.

To achieve sustainable heritage tourism, tourism programmers and visitors 
also have to be morally responsible for heritage. It is necessary to protect natural 
spaces and sites associated with the memory needed for the expression of ICH. 
As a result, investment in tourist infrastructure must give priority to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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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 article showed us the methodology of how the ICH can become the 
common resource of humankind by giving the example of Indonesian youths 
experiencing ICH through education. 

First of all, there are three ways to transmit ICH through education: formal, 
informal, and non-formal education. Formal education includes systematic and 
structured activities in school while informal education is a lifelong process 
through which each person obtains values, attitudes, skills, and knowledge in daily 
life experiences. Non-formal education includes the organised and systematic 
activities outside the standard school system, such as workshops for instance. 

These three ways of education will be the clear guideline to transmit ICH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If ICH education is done in all formal, informal, and 
non-formal ways, ICH will be sustainable even if there are shifts in time and social 
systems. Moreover, these three paths of education would construct the ecological 
environment that transmits the ICH in a natural way.

ICH will be appreciated and enjoyed not only in a specific class and field in 
society but in every field and space in society and maintain its vitality if we use the 
three paths of education on safeguarding ICH. 

The case of batik cultural heritage, which the manager of the Batik Museum 
and the mayor of Pekalongan cooperated to give formal education at school, and 
the case of Wayang Puppetry safeguarding action plan are very precisely written.

Basically, in Law No.20 of 2003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on the System of 
National Education, direct education diversification accords with the diversity 
of local potential and establishes ‘local content’ within the national curriculum. 
This local content includes local languages, art, cultures, and forms of ICH, and it 
supports the principle of cultural diversity.

But what’s truly surprising is not the policy itself but the speed with which 
it has been implemented. In 2006, it started with only one school adopting a 
curriculum for Batik Cultural Heritage in Pekalongan City, but by 2009, all 230 
schools in Pekalongan City incorporated Batik Cultural Heritage as a local content 
subject.

One more astonishing thing is that the students who were taught batik have 
also improved in other areas, such as concentration, patience, confidence, and the 
spirit of team work. Students voluntarily design batik styles of their own and the 
programs are expanding to the surrounding areas. This proves that what we can 

Discussion of Gaura Mancacaritadipura’s Presentation Paper
Jeong-Sook Chung Senior Researcher,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Cultural diversity in twenty-first century does not simply mean the factual 
statement that culture exists diversely like the diversity of biological species. 
Culture should be considered as a norm that has the premise of periodic alertness 
that if the norm’s not internalised and strengthened, cultural diversity can be 
damaged. 

As the economic development grows rapidly, economy has become the big 
portion of people’s life and the relationship they make. This can be a serious 
problem since the culture of the countries that take advantage of distributing 
structures can dominate other cultures or can even destroy them. 

At this moment, cultural diversity is acknowledged as the common resource 
to all level from an individual to all of humanity across the world. International 
society has reached an agreement that without this cultural diversity, humankind 
will hardly have vitality and be worth living.

Beyond theoretical discussion of cultural diversity, we’re here to discuss how to 
maintain and vitalise cultural diversity in reality. I’m glad and grateful to be a part 
of this meeting and would like to thank everyone who organised this meeting. 

Culture is a living organism, and it is the way of intellectual, emotional, 
and spiritual expressions of every human being as well as the outcomes of the 
expressions. They exist in our lives through the shape of both of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ome might say it is extravagant to discuss culture while there are still 
numbers of extremely poor countries, but they all have unique cultures of their 
own. Their unique cultures make them proud and give them incentives to set their 
goals of developments. All cultures are worthwhile to safeguard and enjoy. They 
are all legacies of humankind. 

Especially, ICH, unlike other forms of cultural heritage, is more vulnerable 
for it doesn’t contain a physical shape. So it can be easily damaged and lost in the 
passage of time without any concern about it.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is matter of how to safeguard ICH at the international level. 

In this meeting, I’m going to discuss the case of safeguarding ICH through 
formal and non-formal education in Indonesia by Gaura Mancacaritadip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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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from Gaura Mancacaritadipura
Mr Mancacaritadipura thanked Jeong-Sook Chung for taking the time to go 
through the paper. In response to whether Indonesia has ever received ODA, he 
said that Indonesia did with the wayang, between 2005 and 2007, but after that, 
they didn’t. He said that accepting overseas funds is sometimes overly complicated, 
both in the requesting and in the execution. Since local funding or self-funding 
is less complicated, most of the safeguarding activities going on in Indonesia are 
mostly locally funded through the government or even self-funded by NGOs and 
community members. 

As far as whether the Saman Dance is performed in other places, Mr 
Mancacaritadipura said that it is. And he elaborated by saying that since its 
inscription, interest has grown and that there will be a Saman summit later in the year.

Mr Mancacaritadipura also said that there would never be a shortage of 
students in Pekalongan because every year there is a throughput of students, with 
some graduating and new students coming in. Given this situation the education 
they will never run out of opportunities to run the education training programme 
for the students. 

achieve through ICH is nearly limitless.
I’d like to thank to the author once again for introducing me to these precious 

and wonderful cases, and I’d like to ask you few questions about them.
First, to safeguard ICH through both formal and non-formal education, 

have you ever received any help from ODA? According to your report, Article 
21 of the 2003 Convention identifies ‘the training of all necessary staff’ as one of 
the activities to be considered for the granting of international assistance. The 
safeguarding of ICH will be more effectively practiced if it is supported by ODA.

Second, how much financial support do ICH holders get from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 Since Indonesia has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and 
the constitution enacted in 1945 clarifies the duty of developing national culture, I’d 
like to know the detailed policy and system.

Third, are intangible heritage elements like Saman Dance performed 
elsewhere besides the place it originated? Has Saman Dance been performed in 
other countries as a cultural exchange program? If so, how many times a year 
abroad and in Indonesia? It would be much better to give the opportunity not 
only to students but also to common people and to the world citizens to enjoy and 
appreciate this ICH. Saman Dance was inscribed on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in 2011. Please let me know the minimum number of people needed to perform 
the dance and the number of students currently obtaining this skill.

Fourth,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number of students who have been 
trained in batik culture in the Batik Museum, but the numbers declined from 
2006 to 2008(4815 -> 12905 -> 5749), and the number of teachers shows the same 
pattern(1053 -> 1798 -> 925). Is there any reason why? One possibility might be the 
small size of the city. Because the city is small, there might be no more students left 
who haven’t taken part in the program.

Fifth, various approaches to ICH education in Indonesia are considered 
good examples of safeguarding ICH. Are there any international networks or 
cooperating services that introduces and shares the method to other countries? 

I’d like to thank Gaura Mancacaritadipura once again for introducing diverse 
approaches on education for safeguarding ICH with delicate explanations, and I’d 
also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every participant in the Batik Museum as they 
deserve credit for trying to transmit ICH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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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Khaznadar said another danger we have to be aware of it is that inscribed 
elements are also living heritage that evolves. Unfortunately, in many cases, listed 
elements become fossilised as some think that if an element is inscribed, then it 
should not change. However, this is contrary to the spirit of the Convention. This 
element is alive, so it should be allowed to continue to life. 

In closing, Dr Khaznadar said that we should take care of our baby, the 
Convention, and let us not forget the spirit in which it was created. 

Samuel Lee Director-General, ICHCAP

Dr Lee thanked Dr Khaznadar and reiterated that ICH should not tak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within its criteria. He said that we should focus on 
heritage that is valuable to the life of the people and community concerned and 
safeguard, develop, and transmit those elements for future generations, regardless 
of whether these elements are on the UNESCO heritage lists.

Janet Blake Senior Lecturer, University of Shahid Beheshti, Tehran

Dr Blake started by saying there were lots of extremely interesting ideas that we 
should think about and study. She pointed out that one idea in many comments 
throughout the day but wasn’t explicitly stated. She said that the Convention is 
a state-driven process, and in being so, state sovereignty is jealously guarded. In 
fact, it is more jealously guarded in this particular framework than in many other 
conventions and treaties. She said that she would like to see the ICH Committee 
become more of an expert body than an intergovernmental one, since the General 
Assembly is clearly there as an intergovernmental policy-setting body. 

She was pleased to hear that so many countries are developing legislation and 
institution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nvention. However, she cautioned, it 
is also important that UNESCO keep an eye on the direction things are going. In 
one or two cases, the specificities are moving rather far from the original idea of 
the Convention, so it is something worth keeping an eye on. 

She supported Tim Curtis’ idea that Best Practices get more prominence 
because there really are excellent practices that should be shared. 

On matters about listing becoming too important to the states, and the aspects 
being ignored, she talked about the possibility of allowing elements to drop off 
the lists. Her idea is that if there were that possibility, then perhaps the elements 

PLENARY DISCUSSION CREATIVE VALU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ROLES AND TASKS

Dr Samuel Lee opened by saying that although he would like to hear everyone’s 
opinion during this session, due to time constraints, it may not be possible. 

He recapped the point he made in his opening speech about the rapid progress 
of the 2003 Convention since it was adopted. He expanded by briefly mentioning 
some of the related key points that appeared in some of the presentations. In 
particular he cited Dr Peter Seitel’s mention of various fundamental values—
religious and psychological—towards peace. Dr Lee also highlighted the points 
made in Dr Chérif Khaznadar’s presentation regarding the definition of ICH 
and whether it ha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whether there is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e Convention. He also gave his impressions about the Batik 
example given by Gaura Mancacaritadipura and said that it could be a model or a 
lesson for Korean ICH safeguarding and promotion.

Dr Lee closed by introducing Dr Khaznadar to give his commentary and 
summary.

Chérif Khaznadar President, Maison des Cultures du Monde

Dr Khaznadar started by likening the ICH Convention to love for a baby. He said 
that when you love a baby, you are very aware of the dangers that may occur, and 
you have to protect you baby. Through the day’s communications and through 
evidence, he explained, that we are aware of some dangers that could harm the 
Convention. We need to avoid those dangers now, as the Convention is a young 
baby that needs to grow. 

One of the dangers is to forget the initial aims of the Convention. Dr 
Khaznadar reminded the audience that when the Convention was drawn, it was 
very clear that this Convention is totally different to the 1972 Convection—there is 
no authenticity or outstanding value in ICH. We have to be very careful about this 
because some states may have the tendency to support and safeguard the elements 
on the list and forget about the others. The spirit of the Convention is totally 
different—that we safeguard ICH whether it is on the list or not on the list. And 
just being on the list doesn’t make the element better; it is just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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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uldn’t be seen as being set in stone. 
Dr Blake closed her commentary by addressing the matter of elements 

being lost because communities are no longer willing or able to continue 
enacting, practicing, maintaining, and transmitting them. This comes back to 
the Convention implicitly rather than explicitly being about human rights and 
particularly the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rights as well as the political rights 
of the communities. Many of the threats that have been identified to transmission 
particularly are threats that come back to failures to ensure and guarantee rights. 
The connection between guaranteeing human rights and ensuring the continuity 
of ICH is also something well worth looking. Really, if the communities are 
safeguarded, then that safeguards the elements themselves in many cases. 

Samuel Lee

Dr Lee asked Dr Blake about what we should do when safeguarding traditional 
culture that collides with the social development, democracy, equality, or freedom 
issues. 

Janet Blake 

Dr Blake said that it is part of a wider discussion. In Iran, there are very lively 
and on-going discussions on how to reconcile the universal rights standards, 
concerning women’s rights and the Islamic law that we practice. She said that 
while there have been no resolution reached yet, it does have lessons that perhaps 
can move over into the question of how to address these issues as far as intangible 
heritage is concerned. But most importantly, as with human rights issues, these 
are essentially questions that need to be resolved within a national context and it 
is about each society finding its own way of dealing with them and its own specific 
way of implementing. Once local responses have been found in one country or 
region, then they can perhaps be used to inform other countries. 

Chairperson’s Closing Statement

Samuel Lee

Dr Lee said that he would like to extend the time for more discussion, but since the 
originally promised time had already passed, he would have to close the meeting. 
He thanked everyone for their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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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note Speech

Chairperson

Session 1

▶ Cherif Khaznadar

Mohamed Chérif Khaznadar, President of the Maison des Cultures 
du Monde, has been widely honoured for his work as a promoter of 
intercultural dialogue. He is concurrently serving as Vice-President of the 
French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since 2010), President of the 
Culture and Communication Committee (since 1997), and President of 
the French Center for ICH (since 2011) government expert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ince 2002). Furthermore, he served as President of 
the second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08–2010). In the past, he also worked as a cultural journalist and 
studied business administration at the American University of Beirut.

K
eynote Speech

▶ Geun-gwan Lee

Professor Geun-gwan Lee is a professor at the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998, Professor Lee received LL. M. from University 
of Cambridge, England. In 2012, he was selected as Chairperson by the 
18th Session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Promoting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to Its Countries of Origin or Its Restitution in Case of Illicit 
Appropriation. He was a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of 
Korea (2001 to 2003) and has been an international governing board 
member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since 2009. He is a co-
author of A Reconsideration of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from the 
Historical and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s (2003) and International Law 
(2006).

Session 1

▶ Samuel Lee

Dr Samuel Lee, Director of ICHCAP, majored in philosoph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earned a Ph.D. in social science from the University 
of Göttingen, Germany. He served as a professor of philosophy at Soongsil 
University for over twenty years. Moreover, Dr Lee served as the Secretary-
General for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from 2004 
to 2008. In addition, from 2000 to 2004, he was the director of the Asia-
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where he 
created a number of international programs to further education, training, 
international understanding for pea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r 
Lee has been a president for Korean Philosophical Association and the 
Cooperation Ecopeace Asia.

P
lenary d

iscussion

▶ Tim CurTiS

Dr Tim Curtis is the Chief of the Regional Culture Unit in the UNESCO 
Bangkok Office, and he is responsible for the coordination and 
implementation of UNESCO’s Culture Programme in South-East Asia. 
He is concurrently a governing board member of ICHCAP. He has been 
working on culture issues in international contexts for the last fifteen years, 
first as a cultural anthropologist and then for UNESCO. He received his 
Ph.D. in Cultural Anthropology from the Research School of Pacific and 
Asian Studies, where he wrote a thesis entitled ‘Talking about Pla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ral history and place amongst the Na’hai speakers 
of Malakula in the Republic of Vanuatu.

Session 3

▶ Seong-Yong ParK

Dr Seong-Yong Park is currently the Assistant Director of ICHCAP. He is 
also Adjunct Professor of Comparative Folklore Studies in the School of 
Asia Cultural Studies at Chung-Ang University in Seoul and Expert Advisor 
of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He earned his Ph.D. in Heritage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in Australia. Previously, he worked as a Heritage Specialist 
for Cultural Heritage at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In addition, he was a senior researcher at the College of Culture, Arts and 
Media at Griffith University in Australia from 2004 to 2006. 

Session 2

Participants' Profile

▶ Janet BLaKe

Professor Janet Blake is a specialist in international cultural heritage law 
and a senior lecturer in law in the Centre and Chair for Human Rights, 
Peace and Democracy at the University of Shahid Beheshti, Tehran. She 
held a Leverhulme Research Fellowship in law at the University of Glasgow 
from 1996 to 1998, during which she worked on the links between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cultural identity, and cultural rights. In 2000, she 
prepared a feasibility study for UNESCO on developing a standard-setting 
instrument for ICH and acted as rapporteur for the Restricted Drafting 
Group for UNESCO’s 2003 convention. She has published two books on 
the 2003 Convention and on safeguarding ICH. More recently, she has 
completed a study for UNESCO on th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for 
safeguarding indigenous and endangered languages that was presented to 
the executive board for consideration in April 2008.

P
res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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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gmee BaK

Professor Sangmee Bak is currently a professor of Cultural Anthropology 
and the Head of the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Seoul, Korea. She received a Ph.D. in 1994 
and a Master of Arts degree in 1992 in Cultural Anthropology from 
Harvard University in addition to obtaining a Bachelor of Arts degree in 
Anthropology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986. She was a Visiting 
Scholar at Harvard University for the Department of Anthropology from 
January 2007 to December 31, 2007.She held positions of Associate 
Professor and Assistant Professor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Seoul as well as Assistant Professor at Queens College of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for the Department of Anthropology.

d
iscussant

▶ antonio aranTeS

Antonio A. Arantes, B.A., M.Sc., (Sao Paulo University, Brazil) Ph.D. 
(University of Cambridge/Kings College) is a professor of social 
anthropology at State University of Campinas, Brazil, and Director 
of Andrade e Arantes Consultancy. His expertise on public policies 
and cultural heritage was consolidated in consultancy assignments to 
several programs developed by non-governmental, governmental, and 
multilateral organisations such as UNESCO and WIPO. He developed 
significant professional experience in policymaking and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as President of the Sao Paulo State Council for Historic 
Preservation (CONDEPHAAT) and of the Brazilian National Institute for 
Historic and Artistic Heritage (IPHAN).

P
resenter

▶ Geon-soo han

Professor Geon-Soo Han is an associate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Cultural Anthropolog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e received his Ph.D. 
in Anthropology from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He is an 
executive member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Cultural Anthropology and 
an Advisory Member of the Educational Development of UNESCO Asia-
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d
iscussant

▶ Kyung-koo han

Professor Kyung-koo Han is a professor at the College of Liber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was educate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B.A. and M.A.) and at Harvard University (Ph.D. in Anthropology). He 
served as President of the Society for the Study of Overseas Koreans, Vice 
President of the Korean Society for Environmental Sociology, Editor-in-Chief 
for the Korean Cultural Anthropology and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and an editor for the Korea Journal. He is currently the head of the Policy 
and Planning Committee for the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and a member of the Presidential Commis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
resenter

Session 2

▶ Peter SeiTeL

Peter Seitel served the Smithsonian Center for Folklife and Cultural 
Heritage as senior folklorist, webmaster, acting director, and director. 
Prior to working at the Smithsonian, Seitel was an assistant professor of 
anthropology at Princeton University. He has written on metaphor, on 
narrative, on safeguarding ICH, and on the concept of genre as a method 
in interpreting oral literature.

P
resenter

▶ Soyoung YooK

professor Soyoung Yook is currently a professor a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She teaches intellectual property law including 
patent, trademark, and unfair competition as well as copyright. She 
received a Ph.D. in Law from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in 
2000 with her dissertation on Trademark Dilution—an Analysis of US, EU, 
and East Asian Trademark Law. She is an advosor for the Centre's project, 
Promo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Relation to Information Materials 
and Documentation of ICH. 

d
iscussant

▶ adi Meretui Tuvou raTunaBuaBua

Adi Meretui Tuvou Ratunabuabua is currently the Principal Cultural 
Development Officer in the Department of Culture and Heritage,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National Heritage, Culture and Arts in Fiji. She 
is concurrently a governing board member of ICHCAP. She is also the 
current President of the Regional Pacific Islands Museums Association 
(PIMA) and represents Fiji on the intergovernmental Secretariat of the 
Pacific Communities (SPC) Regional Cultural Council as the Chairperson in 
developing the Pacific Regional Cultural Strategy.

d
iscussant

▶ hwan-Young ParK

As a professor of Comparative Folklore at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 
Hwan-Young Park is academically interested in social folklore and culture 
of Asia, such as its rituals, festivals, oral traditions, social communication, 
cultural transition, 21st century urban folklore, etc. Professor Park got a 
Ph.D. in Social Anthropology from Cambridge University in 1998 and since 
then he has extensively carried out fieldwork in and around East Asian 
regions such as Korea, Japan (Okinawa), China, Mongolia, Bhutan and 
other countries.

d
iscuss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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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wnhee YiM

Professor Dawnhee Yim is a distinguished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She is also Vice Chairperson for  governing board 
member of ICHCAP. She has served as Chief of Commit tee for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Republic of Korea for 
many years. Furthermore, Professor Yim was a Haitian Cultural Heritage 
specialist and a former international jury for UNESCO Proclamation of the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She was 
awarded the Veterans Culture Award.(2006)

P
resenter

Session 3

▶ amereswar GaLLa 

An alumnus of Jawaharlal Nehru University, New Delhi, Professor Galla 
provides strategic cultural leadership in the Asia-Pacific region as Australia’s 
first professor of Museum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Brisbane. With extensive work around the globe, Professor Galla is currently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Inclusive Museum, 
and he was a founding Director of the UNESCO Pacific Asia Observatory 
for Cultural Diversity in Human Development and a founding Chairperson 
of the ICOM Cross Cultural Task Force. He has also been a key advisor for 
the UNESCO World Commission for Culture and Development and the 
Vic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Paris (ICOM). 

P
resenter

▶ Gaura ManCaCariTadiPura 

Mr Gaura Mancacaritadipura dedicated many years to studying and 
becoming a master Indonesian dalang. Among his many roles and 
positions, he is currently an Indonesian Dalang Puppeteer and Culture 
Expert. He has researched and published books on culture and literature 
in Indonesia, Japan, and India. In addition, he has translated various 
books and documents on culture for UNESCO, related to museums, and 
ICH and Cultural Diversity conventions. Currently, he is the Chairman 
for the Indonesian National Wayang Secretariat, Vice-Chairman for the 
Indonesian National Kris Secretariat and an Expert Advisor to the Vice-
Minister for Cultur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of Indonesia.

P
resenter

▶ Sang hyun Lee

Professor Sang Hyun Lee is a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Folklore, 
Andong National University. He earned a Ph.D. in folklore at the University 
of Tübingen in Germany with his dissertation on German nationalism and 
folklore. His interest is in politics i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e daily 
life and culture in small to medium sized Korean cities.

d
iscussant

▶ Thi Minh Ly Le

Dr Thi Minh Ly Le is a Director of the Center for Research and Promo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of Vietnam, and a govening board member of 
ICHCAP. She began her career in the culture sector as a Specialist in the 
Department of Inventory and Conservation of the Ho Chi Minh Museum 
in 1978. Since then, she has pursued her interests in museology and 
cultural management in positions at the Department of Preservation and 
Museology—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 and the Department of 
Cultural Heritag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Dr Ly has a 
Ph.D. in cultural studies in addition to other academic degrees in history, 
political ideology, and state management of culture.

d
iscussant

▶ Jeong-sook ChunG

Dr Jeong-Sook Chung is a Senior Research Fellow at Cultural and Arts 
Policy Research Division of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In 1994, 
she received her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Ewha Woman’s University. 
She served as an Advisor on the Policy Advisory Committee of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06), a Committee Member of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006 
to 2009), an Adjunct Professor at Kyung Hee University (2009), and a 
Working Committee Member of the Asia Culture Forum (2010).

d
iscuss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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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창조적 가치와 지속가능발전

국제회의보고서



발간사

인류	공통의	문화적	자산인	무형문화유산은	다양한	문화	표현과	전통	지식으로	활

용되고	전승되어서	인류의	문화발전과	함께	해	온	살아있는	유산으로	소중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무형문화유산의	지닌	중대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훼손	또는	소멸의	

위험에	처해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서	유네스코가	2003년도에	무형문화유

산협약을	채택하는	등	다양한	국제적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153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2003년	유네스코	협약에서는	무형문화유산

이	문화적	다양성의	원동력이자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의	보장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2012년	가을,	서울에서	무형문화유산보호	협약	하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국제적	흐름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무형문화유산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회의보고서는	동	국제회의의	발표문과	토론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제1장에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협약의	역사적	의미와	현재	협

약의	이행	경향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제2장에는	‘무형유산의	가

치,	어디에	있는가?’라는	주제로	무형유산이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고,	인간의	지속가능

한	발전에	기여하며,	개발도상국의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마지

막	장에서는	무형유산의	진흥과	활용을	실현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에	관한	사례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원고를	집필하여	주신	여러	전문가	및	관계자	분들의	노고

에	고마움을	전하며,	회의	개최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신	문화재청과	당진시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	무	총	장			이  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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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국을	알게	된지	어느덧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동안	한국이	유산과	

그	근원이라는	관점에서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고,	전통적인	표현	양식을	보존하고,	

이들의	발전을	약속하는	동시에	한국	문화의	특수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현대적	

창작을	장려해	온	방식에	언제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유산	보호

의	모범사례로	항상	한국을	예로	듭니다.	또한	같은	이유에서,	지난	40년	동안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을	프랑스에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김정옥	교수님1과	파리의	한

국	문화센터의	담당자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1974년	이래로	프랑스	국민들을	대상으로	

봉산탈춤,	판소리,	승무,	살풀이,	씻김굿,	궁중무용,	가곡,	사물놀이,	다양한	종류의	인

형극과	자유극단을	포함한	여러	극단의	공연을	수십	차례	펼쳤습니다.	이는	한국의	풍

요로운	문화유산을	알지	못했던	관객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

습니다.	

이번	기조연설에서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만	하겠습니다.	이중	일

부	주제는	여러분들이	발표에서	다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더	이

1)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무형문화유산의 가치와 사회 발전

쉐리프 카즈나다

프랑스 세계문화의집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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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개념이	20세기	초에	등장했다고	하지

만,	국제적으로	공식화된	것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일입니다.	실제로	유엔은	1987년에야	

비로소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정의를	담은	‘브룬틀란트	보고서(Brundtland	Report)’를	

발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자신들

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

는	발전을	말한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초안을	마련하는	동안에도	지속가능한	발

전의	개념은	이미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이는	당시에	제정	중이었던	

문화	다양성을	다루는	다른	협약에서	토대가	되는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후에	협약은	

즉각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협약의	목표와	이행	원칙으로	채택했습니다.	즉,	“문화	

다양성은	세상을	풍요롭고	다양하게	만들며,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인간의	능력과	가치

를	육성함으로써	공동체,	개인	및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천이라는	점을	인식한

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의	관심사인	협약,	즉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이라는	표현이	무형문화유산의	정의	맨	마지막에	무형문화유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유산의	범위를	제한하는	부분에서	단	한	번	밖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목적상	기존	국제	인권	기구의	목적에	부

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집단,	개인	간의	상호	존중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

한	조건들과	합치하는	무형문화유산만을	고려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169개	운영지침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표현은	겨우	두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2장	무형문화유산	기금	제73조는	“협약의	원칙과	목적,	현행	국제	인권	기구,	지속가

능한	발전을	위한	요건	및	공동체,	단체	및	개인의	상호	존중에	필수적인	요건들과	상

충하는	활동을	하는	기관이	제공하는	어떠한	기부도	수락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장	문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제고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상징	도안	

사용에	관한	제	111조는	“미디어가	무형문화유산의	미적	또는	오락적	측면보다는	오히

려	사회	통합,	지속가능한	발전	및	분쟁	예방의	수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장려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발전”이라는	용

어는	두	번	더	언급됩니다(운영지침	109(e)와	123(f)).	

협약과	협약의	운영지침에서	모두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표현이	차지하는	부분이	

미미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작해봅시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왜	협약에서	지속가능

한	발전을	좀처럼	언급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던져야	할	질문

은	무형문화유산과	지속가능한	발전	사이에	관련성이	있느냐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

념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현재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

한	다양한	접근이	존재하며,	해당	개념에	대해서	아직도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들

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브룬틀란트	보고서의	정의에	덧붙여,	2012년	프랑스규격협회

(Association	française	de	normalisation,	프랑스	공식	표준화	기구이자	국제	표준화	기

구의	회원)의	정의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르면,	“생태계의	구성	요소와	이들의	

기능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되는”	경우가	“지속가능한”	상태라고	정의합

니다.	이	정의에서	말하는	“생태계	구성	요소”에는	“식물과	동물은	물론	인간과	물리적	

환경”도	포함되며	“인간의	경우,	해당	개념은	필수적인	필요,	즉	사회에서	존재하기	위

한	경제,	환경,	사회	및	문화적	조건이	충족되는	균형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형문화유산이	필수적인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현재	세대

와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되어야만	한다고	볼	때,	이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본질적인	

부분일까요?

우선	논의의	대상인	무형문화유산은	무엇입니까?	매우	유감스럽게도	‘무형문화유

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	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무형문화유

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래,	유행처럼	되었고	분명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과거에	다

른	용어로	다양하게	표현되었던	용어들을	대신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무형문화유

산보호협약의	용어에서	정의하였듯이,	이	표현이	무형문화유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는	점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다른	접근법이	존재합니다.	그	하

나는	인류학적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협약의	틀	안에	일부	무형문화유산을	포함시키

기	위해	수립된	규범의	관리를	받는	접근법으로	협약은	이	규범에	부합한다고	판단되

는	무형문화유산	종목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	종목이	

2003년	협약에서	국제	사회가	채택한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어떤	식

으로든	이들을	무형문화유산에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축구선수가	축구팀에	소속되

어	있지	않더라도	그는	여전히	축구선수입니다.	무형문화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형

문화유산	종목이	2003년	협약의	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언제나	무형

문화유산의	일부입니다.	협약	작성	당시에	이미	지속가능한	발전	보다	훨씬	더	첨예한	

문제가	부각되었는데	바로	‘공동체,	단체	및	개인	간의	상호	존중’입니다.	우주가	생성

된	이래로,	역사는	개인,	단체,	부족,	공동체,	국가	간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점철되었으

며,	의례와	연행	및	문학	등	개인과	단체가	행하는	모든	형태의	표현양식은	투쟁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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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풍부해졌으며	바로	그	투쟁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랑과	더불어	투쟁은	영감을	불러	

일으키는	주요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형문화유산	모두가	협약

의	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국제	사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국가	유산	보호에	관심이	있는	각국	정부가	해당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속적인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에	만들어진	표현	양

식	모두가	불과	몇	년	전에	생겨난	개념과	양립할	수는	없습니다.	표현	양식이	만들어

진	당시,	정해진	표현	양식대로	행하는	민족이	미래를	위해	오직	직관으로만	알	수	있

는	생태계	균형을	보존하는데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였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유

럽의	일부	지역에서	행해지는	크리스마스	풍습이라는	평범한	예를	들어봅시다.	크리스

마스에는	가족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서	집안을	장식하고	불을	밝히고	며칠	후에는	

쓰레기통에	갖다	버립니다.	이러한	크리스마스	트리	전통은	매년	수	백만	그루의	나무

를	벌목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누구도	이러한	전통에	우려

를	표명한	적	없었지만,	최근	생태계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자연산	소나무를	인조	

나무로	대체하는	등	전통에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	있어,	주목할	것은	이러

한	문제에	대한	다른	접근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러한	크리스마스	관습을	

위해	나무를	심으면	일자리가	늘어나	경제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마

찬가지로	다양한	식물과	동물에서	나온	생산물은	전통적인	문화적	풍습과	관련된	악

기와	물건,	옷감을	만드는데	사용되지만,	행위	주체자들은	자신들이	야기할	수	있는	피

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들	풍습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

나,	믿거나	혹은	믿도록	타인을	설득하는	것은	순진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양립할	필요가	없는	무형문화유산과	지속가능한	발전과	양립할	수	있어	2003년	

협약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무형문화유산	종목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는	결국	본	발표	처음에	제가	던진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과	협약의	운영지침	본문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은	이유

는	무엇일까?	이는	사실	반복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잘못된	질문입니다.	당시로써

는	새로운	개념이었던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정부	간	협약에	도입하는	일	자체가	

이미	최초였으며,	그러한	면에서	사고의	진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이	

독특하고	절대적으로	긴요하며	불가피한	개념을	단	한	차례	언급한	것만으로도	협약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	개념을	준수할	필요가	있는	국가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

니다.	무형문화유산	종목의	보호라는	협약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한	이는	분명	이점

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협약의	가시적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대표목록	등재	있

어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지나치게	대표목록	

등재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끊임없이	반대해	왔는데,	이는	협약의	정신에도	맞지	않습

니다.	이는	심사숙고를	요구하는	주제이며,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몇몇	학술적,	과학

적	연구	계획이	이미	추진	중인	것으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관심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토론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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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유네스코 협약의 역사적 의미 
무형문화유산이 글로벌 이슈가 되는 이유

자넷 블레이크

사이드베헤스티대학 교수

개요

무형문화유산은	전통적	문화와	그	표현물,	민간	전승물,	대중	문화	등	어떤	식으로	

명명되든	간에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하	‘협약’)이	채택되기	훨씬	전부터	전	

세계의	대다수	국가와	그	시민들에게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심지어	정치적	자원으로

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2003년	협약이	채택되기	이전의	무형문화유산이	안고	있던	‘문

제’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공식적	인정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과	문화

유산	보호	패러다임이	무형문화유산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했던	2003	협약	당사국의	다양

한	경험을	통해	뒷받침된다.	본	글에서는	우선	무형문화유산의	힘과	가치에	대한	인식

의	제고를	반영하는	국제적	차원의	문화	정책	및	법의	주요한	발전	과정을	설명하는	것

에서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에	2개국	이상이	공유하는	무형문화유산을	다룰	때	협약

이	지니는	중요성을	살펴보고	지역	및	소지역	차원에서	각	당사국의	활동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소개된	주요	경향이	협약에	반영된	방식과	더불어	협약이	발효된	이

후	지난	6년간의	경험이	시사하는	바와	그	외에	몇	가지	주요	쟁점을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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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실제로	무형문화유산1(또는	어떤	용어를	사용하든	간에)은	2003년에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이하	‘협약’)이	채택되기	훨씬	전부터	전	세계의	국가들과	시민들	대다수에게	

주요	쟁점이었다.2	무형문화유산의	‘문제’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공식적	

인정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과	문화유산	보호	패러다임이	현지	및	토착	문화보다	‘유

럽’의	대표적	문화를	우선시하며	‘전통	문화’를	지나치게	연구자	중심의	관점에서	다루

었다는	데	있다.

2003년	협약의	당사국인	이들	국가의	경험을	통해	각양각색의	무형문화유산은		풍부

한	사회,	경제	심지어	정치적	자원이며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에	대한	가능한	방법들을	제

시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사회,	문화,	정치,	환경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그	자체가	귀중한	무형문화유산의	다양성을	구성하는	일부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무형문화유산의	힘과	가치에	대한	인식의	확산을	반영하는	국

제적	문화	정책	및	법의	주된	발전	경향을	도출해	보고자	하는	데	있다.	또한	2003년	협약

이	이러한	경향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와	협약이	발효된	이후	지난	6년간	본	협약의	이

행	경험이	이에	대해	그리고	또	다른	주요	문제들에	대해	시사하는	바를	다루고자	한다.

II.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발전의 정책적·법적 배경

1. ‘국제 정책적 배경’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일반적으로	발전은	오로지	경제적	현상으로만	여겼으며	GDP	

증가가	유일하지는	않더라도	주된	성공의	척도로	인식된	반면,	문화,	그	중에서	특히	

후진국의	‘전통	문화’는	종종	‘발전의	걸림돌’로	인식되었다.	1970년대에는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	자생적	발전을	추구하는	지적	변화가	나타났다.	자생적	발전은	현지	문화

와	민족	문화	(및	토착어)에	높은	가치3를	부여하고	발전	모델에서	문화가	경제	요소를	

1)				예	:	전통	문화,	민간	전승물,	전통	민속문화,	대중	문화,	살아있는	문화

2)				예를	들어	볼리비아는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1972년	협약은	자연유산뿐만	아니라	무유형의	문화유산을	모

두	다루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3)				Lourdes	Arizpe	 (2007)	 “The	Cultural	Politic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h.	1	 in	 Janet	Blake	 (ed.)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Challenges	and	Approaches,	Leicester:	Institute	of	Art	and	Law.

대체하며	전통적	삶의	방식을	강조했다.4	1982년	세계문화정책회의선언(Declaration	of	

the	World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5은	처음으로	‘문화’를	유형문화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	사회	조직,	가치·신념	체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명시하였으며	이

러한	문화	개념과	문화	정체성의	개념을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80년	말부터	1990년	중반	사이에	지속가능한	발전6과	인간개발7	개념이	도입되

고	세계문화발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Culture	and	Development)	보고서8가	발

행되면서	국제	개발	이론과	관련해	중요하고도	새로운	사고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	결

과	광범위한	사회	내	전체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서	현지·토착	문화의	가치와	그	유산

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졌다.9	1992년	리우선언의	채택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처음

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이러한	사고의	발전	과정에서	획기적인	변화였다.	

리우선언은	사회·문화적	요소를	구성하며	참여적	접근법과	원주민	공동체와	현지공

동체에	중요한	역할을	부여한	‘제3의	주축	기둥’이란	개념을	도입하였다.10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발전에	대한	접근법에는	인간의	능력(권리	형태로	지원)과	사회	정의를	강조

하는	강력한	인권	보호의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문화적	권리는	여러	인권	가운데	

부차적인	위치에	머물다가	유네스코11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가	원주민	권

리	보호를	위한	선언문	초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원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함께)	때

늦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12

4)				위의	글

5)				세계문화정책회의(몬디아쿨트,	멕시코시티,	1982)에서는	문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문화란	한	사회나	사회	

집단의	특성을	구성하는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정적	특징의	복합체이다.	문화는	예술과	문자뿐만	아

니라	삶의	방식,	인간의	기본권,	가치체계,	전통과	신념을	포괄한다.

6)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7),	Our	Common	Futu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일명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명확히	표명되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축’	중	

하나는	사회·문화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7)				인도의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이	발전시킨	이	접근법은	유엔개발계획에서	1990년	부터	인적개발

보고서	시리즈로	채택됐다.	보다	일반적인	내용은	다음을	참조.	UNESCO	(2000)	Change	in	Continuity-Concepts	

and	Tools	for	a	Cultural	Approach	to	Development,	Paris:	UNESCO.

8)				세계문화발전위원회	보고서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은	1995년	유네스코	총회에	제출되었다.

9)				UNESCO	(1990)	The	Third	Medium-Term	Plan	(1990-95)	(25C/4)	at	para.	215.	1990년	유네스코는	문화유산을	

보유자의	살아있는	문화로	이들에	대한	보호를	“다차원적	발전을	위한	주요	자산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인정했

다.

10)				리오	선언으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은	지속가능한	환경의	보장에	있어	“지역	및	전통	지식,	관습,	기술혁신”

의	역할에	중요성을	부여했다(제8조	(j)호).

11)				Halina	Niec	(ed.)	(2001),	Cultural	Rights	and	Wrongs,	UNESCO의	발행은	이	권리들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쏟은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이다.	이	작업은	훗날	2001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의	채택으로	이

어졌다.

12)				그렇지만	2007년에야	비로소	UN	총회에서	이	쟁점에	대한	UN	선언문이	채택됐다.	문화적	권리에	관한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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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1970년대부터	지적재산권법	하에서	전

통	문화와	전통	문화의	표현물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의	접근법을	발전시키려고	협력해	

왔지만,	1980년대	중반	무렵	양분되어	유네스코는	지적재산권에	국한되지	않는	보다	

광범위한	‘문화적’	접근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2000년	이래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전통	

문화의	표현물과	민간	전승물과	관련해	벌인	활동13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법적 배경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유네스코	문화유산	조약	체결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

환이	이루어졌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규범적	활동은	기념비적이고	유명한	문화로	대

표되는	유형	문화에	관한	것이었다.	1989년에는	전통	문화와	민속의	보호에	대한	권고

안(Recommendation	on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을	통해	무형적이고	평범한	일

상의	문화	및	표현물이	보다	폭넓은	인정을	받았다.	이	권고안은	현재	지나치게	연구자	

중심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존재	그	자체로서뿐만	아니라	2003년	협약이	광범위

한	‘문화적’	협약으로	탄생하는	데	지대한	기여를	했다.14	이와	더불어	1972년	세계문화

유산협약	운영지침은	1992~2005년	동안	수	차례	걸쳐	수정되면서	운영	계획의	설계	및	

실행에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	종목과	관련한	비

물질적	요소를	등재	기준으로	허용했다.15

유네스코	문화유산	관련	법	제정에서	일어난	이러한	변화	중	상당	부분이	개발도

상국과	비서구권	국가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이루어졌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유산을	

보다	잘	반영한	국제적	차원의	보호	및	등재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념비적인	유형

부르	선언(2007)의	서문에서	다음의	내용이	적혀있다.	“다양성과	문화적	권리에	대한	존중은	인권의	불가분성

을	토대로	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정당성과	일관성을	판단하는	주요	요인이다.”

13)				동일한	해에	유전자원·전통지식·민간전승에	관한	국가간	위원회	내에	설치됨.	전통문화표현물/민간전승표

현물	보호	개정	조항·정책목표와	주요원칙(2005)	[Doc.WIPO/GRTKF/IC/9/4]은	가장	중요한	활동	성과	중	하

나이다.

14)				지식재산규정은	6개	중	‘보호’에	관한	E절에서만	다룬다.

15)				Harriet	Deacon	and	Olwen	Beazley	(2007),	 ‘Safeguarding	Intangible	Heritage	Values	under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uschwitz,	Hiroshima	and	Robben	 Island,’	 in	 J.	Blake	 (ed.)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Challenges	and	Approaches	UK:	Institute	of	Art	&	Law	pp.	93-108

유산을	강조하는	‘유럽	중심적’	관점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6	그	결과	문화유

산의	지정	및	보호·관리의	책임이	전적으로	국가	주도적이던	종래의	태도(1972년	유네

스코	협약	하)에서	2003년	협약에	따라	문화	공동체	및	집단의	보다	광범위한	참여를	

허용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17

2003년	협약에서	규정한	유산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역동적	실체이며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적	개발과	확실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흥미로운	사

실은	협약	당사국	상당수가	지난	10여	년간	국가발전	계획에서	무형문화유산을	우선시

해	왔다는	점이다.18	사실상	국가의	역할에	대한	개념을	지역	(소수	민족)	공동체,	민간

영역,	심지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새롭게	정의해야	할	것이며	새로운	문화정책도	

시간을	두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19	이러한	광범위한	과정에는	보호의	중심에	문화	공

동체를	두고	유산	지정	활동에서	국가	주권을	축소하며	다국적	유산의	중요성을	인식

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	

III. 지역 및 소지역 차원의 발전

2003년	협약에서	무형문화유산	상당수가	국경을	초월하는	특성이	있음을	인정한	

것은	새로운	출발점으로	주목할	만하며	문화가	국경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나라에	걸쳐

있는	현실을	국제법이	수용한	이례적인	사례이다.20	이는	일반적인	접근법에서	문화	공

동체와	이들의	유산에	얽힌	이해관계가	오로지	‘국가	통제주의자’의	관심사와	서로	맞서

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각	국가가	이민자와	집단	이주자

의	전통과	언어를	어떻게	다루는가는	여전히	민감한	문제이고	따라서	2003년	협약의	운

용은	이	분야의	국제법	발전에	활기를	불어넣고	이에	기여할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분명히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다국적	등재	신청	가능성은	당사국들의	열

16)				세계유산목록에	지리적	표현물을	보다	많이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	중요한	문

화유산	중	무형유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70~80퍼센트에	달한다.

17)				협약은	여전히	많은	부분을	국가의	몫으로	남겨놓고	있다.

18)				개발	프로그램에	무형유산이	포함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예)	베트남의	2010~2020년	문화개발을	위한	국가	전

략과	몽골의	2008년	새	천년	개발목표(MDGs)에	기반한	포괄적인	국가	발전	전략.

19)				UNESCO(2000)	앞의	글	n.	7	주석:	“충분히	이해한다면	[이	변혁은]……국제관계에서의	새로운	시대적	변화를	

구성하게	된다.”

20)				이러한	접근법을	보여주는	보기	드문	사례로	이동성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협약(본협약,	1979)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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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한	호응을	받았고	현재	13건에	대한	다국적	등재가	이루어졌다.	다양한	지역에	속

한	11개국이	매사냥을	등재한	것과	서아프리카의	말리와	부르키나	파소의	세누포	문

화	공동체의	발라폰	연주와	연관된	문화적	관습	및	표현물을	등재한	것	등이	그	예이

다.21	주목할만한	점은	일부	사례의	경우	다국적	등재의	신청	당사국들이	이	외에는	다

른	등재	유산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이들	국가들이	다국적	등재를	통해	자국의	유산

을	인정받고	동시에	문화유산	등재	분야에서	역량과	경험을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기

회를	가질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22	한편으로	이러한	다국적	등재는	이들	국가의	문화	

보호를	위한	소지역	및	국제	차원의	협력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라트비아,	에스토니

아,	리투아니아는	음악·댄스	축제와	이와	관련된	무형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소지역	차

원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페루와	에콰도르	정부는	공동으로	자파라족

(Zápara	people)의	구전	유산	과	전통을	유산으로	지정했을	뿐만	아니라,	외부	영향에	

취약한	아마존의	무형문화유산과	그	전승자,	관련	환경에	대한	이해와	보호를	증진시

키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서로	다른	지역(과	소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은	종종	공통의	사회,	문

화,	경제,	환경적	특징을	보이며	무형문화유산을	공유하기도	하며	이를	토대로	무형문

화유산에	대한	국제	협조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한	협조	체계의	주요	내용에는	무

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정보	및	경험의	교류,	공유하는	문화유산에	대한		기록	공유,	

목록	작성법	개발을	위한	협력,	합동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와	축제의	공동	개최	등이	

포함된다.23

타	지역에	속한	국가들이	양자간,	다자간	협력을	구축한	다양한	사례가	있다.	대표

적으로	이파	점술(Ifa	Divination	System)을	꼽을	수	있는데	이	점술은	노예가	된	서아

프리카인들을	통해	카리브	해와	아메리카	대륙으로	전파되었으며	이러한	역사를	기반

으로	지역	간	협력의	구상이	가능했다.	협력	활동은	아프리카와	브라질의	공유	유산과	

관련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21)				지금까지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상의	다국적	등재는	13건	있었으며,	그	중	매사냥은	11개	국가가	지원하고	1

건은	7개	국가가,	2건은	4개	국가가,	4건은	3개	국가	그리고	6건은	2개	국가가	지원했다.

22)				예를	들어,	파키스탄은	이	지역의	명절인	누루즈(nowruz)를	등재	신청한	국가	중	하나이며,	현재	매	사냥을	대

표목록에	등재하고자	지역의	여러	국가들과	공조를	취하고	있다.

23)				흥미로운	프로젝트로	중앙	아프리카	지역의	4개국(가봉,	카메룬,	콩고,	적도	기니)에서	팡(Fang)	공동체가	공유

하는	무형유산인	전통	악기	음벳(Mvet)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	공동체,	전문	지식을	잇는	네트워크	창출을	들	

수	있다.

IV. 이행을 통해 도출된 주요 쟁점

서두에서	지적한	것은	당사국들이	다양한	배경과	각	국의	서로	다른	정치	구조,	사

회적	현실,	지정학적,	환경적인	요소에서	비롯된	상이함과	기타	쟁점	속에서	협약을	이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몽골은	대단히	다양한	사회,	문화,	물리적	환경을	

지니고	있으며	그	만큼이나	다양한	각종	형식의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광대한	국가

인	까닭에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는	행정	지역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멕시코의	경

우도	문화	다양성이	대단히	풍부하며	다수의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들이	존립하기	때문

에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운영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일된	접근법을	확립하기	힘들다.	

이와	대조적으로	파키스탄에서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국립전통민속문화원이란	

하나의	기관에서	독점적으로	관리한다.

일부	국가들,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여전히	전통적	공동체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	관

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습법과	판례법(black	letter	law:	오랜	기간에	걸친	판례에	의해	

확립된	구체적이고	확고한	규칙)	간의	타협이	필요하기도	하다.	중남미와	태평양	연안	국

가들의	경우에는	원주민들이	상당히	중요한	문화	집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의	고유한	

무형문화유산은	대체적으로	이에	우호적	영향을	미치는	헌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

당사국들이	따르는	무형문화유산	범위는	일반적으로	협약	제2조	제2항에	기술된	

내용을	반영하지만,	국가에	따라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내용이	있다.	이집트의	경우	(구

전	표현물	항목	하에)	민간	전승물인	알	시라흐	알	힐라야흐	서사시와	보호	도구를,	(사

회적	관습의	항목	하에)	악행을	막는	관례를	추가적으로	포함시켰다.	한국은	무형문화

유산을	목록화해	온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약의	범위와	중첩되는	부분이	

많긴	하지만,	모든	종목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종목에	필요한	기술이나	

적합한	도구를	제작하거나	보수할	때	꼭	필요한	기술	등을	추가하기도	한다.24	페루의	

기록화	범주에는	토착언어,	구술전통,	전통적	정치제도,	민족	의학,	민족	식물학,	식도

락	그리고	이와	같은	문화적	관습과	직접	연관된	문화	공간이	포함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목록화	작업에	사용되는	기준은	대표목록의	기준과	비교할	때	대

체로	유사성이	많지만	각	지역적	특색도	지니고	있다.	멕시코가	채택한	기준에서	주목

할	만한	특징은	다음	두	가지로	나뉜다.	(1)	정교화	및	조직화를	위한	일반	기준(14항

목)과	(2)	공동체의	참여를	위한	일반	기준(3항목)이	바로	그것이다.	몽골의	목록화	기

24)				연극,	무용,	공예기술,	기타	의식,	놀이,	무술,	요리법	등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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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는	보유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전통적	생활	방식과	풍속의	독특함을	유지하

는	데	필요한	환경의	역할이	포함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	그	기준이	

상당히	다른데	유산의	가치,	전승력,	전승	환경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각	항목마다	상

세한	하위	요소로	구성된다.	이	중	전승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종목의	생명력이	고려되고	있다.

여타의	문화유산	조약과	차별화되는	2003년	협약의	핵심적	특징은	무형문화유산

의	등재	및	목록화	작업에	대한	공동체의	참여와	관여를	권장하는	것이다.	실천의	중요

성은	인권법의	수준에	이를	정도로	강조되었다.	실제로	참여하는	수준은	상당히	다를

지라도	대부분의	참여국은	이를	필수	사항으로	수용했다.	몇몇	경우에는	지역	주민이	

무형문화유산의	등재를	제안하고	목록작성을	위한	질문서를	작성하며	보호	방안을	위

해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	또	다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면담자들(예:	공동체	일원,	현

지	기업의	대표자들,	여성·아동	협회,	교육	협회	등)이	목록화	작업을	보강하는	데	활

용되기도	한다.	비정부	조직	역시	국가가	무형문화유산의	지정	및	목록화	작업을	진행

할	때	자문가로서	역할을	담당하며,	특히	활용	방법론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은	다양한	지역에	속한	여러	

국가들의	정책에	잘	반영되어	있다.	예로	시리아의	라와페드(Rawafed)	프로젝트는	지역	

공동체	개발	프로젝트로,	문화	지도	작성과	문화를	고려한	사회,	경제	계획을	수행해낼	

공동체의	역량을	개발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몽골의	‘2008년	새	천년	개발목표

에	기반한	포괄적인	국가발전	전략의	승인’은	유·무형	유산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복구

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구하는	프로젝트이다.	벨로루시의	‘소도시,	마을	발전

을	위한	국가	계획’은	무형문화유산이	풍부한	지역의	경제와	사회문화적	환경을	개발

하고자	여러	방안을	제공하고	투자를	실행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멕시코의	오토미	

치치메카(Otomí-Chichimecas)	족의	유산	보호	활동에는	특히	도로	개선	프로그램,	청

정수	시스템	구축,	현지	고용	창출	및	관광	인프라	개선	등이	포함된다.

무형문화유산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공통적인	접근법에

는	수공업	산업과	관광을	통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장인	기반의	수공업은	그	자체

가	지닌	문화,	경제적	성격과	상업적	판로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이중성	때문에	어려

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여성들이	

전통	수공예를	이용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액융자	지원(일명	마이크로	크레디

트),	전통	공예품의	생산·유통·마케팅	지원,	무형문화유산이	진품임을	보장하기	위해	

장인의	공방이나	유적지	현장에서	체험	프로그램	제공,	지역	장인의	경제적·도덕적	권

리	보호	및	공예품에	대한	전통제품	품질인증서	발행,	일반인과	관광객의	관심을	끌기	

위한	방안으로	시연	장소를	갖춘	소규모	작업장	설치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	지점에서	

분명히	2005년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며	이	부분은	무형문화유산위원회가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일

부	무형문화유산	종목과	그	장소는	관광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상황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공동체	기반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문화유산이	왜곡되거나	물

리적	환경이	파괴되고	유산의	보유자나	문화	공동체가	악용될	가능성은	여전히	우려할	

만한	사항이다.	또한	상당수의	유산은	자연환경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기후	변화,	삼림	

파괴,	그	결과	초래된	도시-지방	간의	이주	및	전통적인	삶과	삶을	떠받치는	자원의	손

실	등으로	인해	그	생존력이	위태로울	수	있다.

공통의	주제로	무형문화유산의	주된	전수	수단으로서	언어의	중요성을	언급할	수	

있다.	특히	전승과	표현이	여전히	구두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언어는	더욱	중요

하다.	이	주제는	대단히	흥미로우며	두	가지	측면,	즉	(1)	언어	정책이	무형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과	(2)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현실과	협약	상의	무형문화유산	범위

를	비교할	때에는	보다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	더욱이	기록화와	구전	문화전통	간의	관

계는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구전	전수가	위협을	받는	곳에서	기록화가	구전	방식의	

생명력을	강화시켜	주는지	아니면	어찌됐건	구전	방식을	왜곡시키는지,	그리고	무형문

화유산	종목의	형태에	변화를	주면(예를	들어	젊은	층의	보다	큰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의	‘진정성’에	위협이	되고	왜곡	가능성이나	약화

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적응력과	문화의	힘을	보여주는	진화인	것인지	등과	

같은	질문에	대해	연구할	만하다.

여태껏	해결되지	않은	또	다른	주제는	등재된	일부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자가	배타적

으로	남성	또는	여성이거나	성별	역할	분담이	매우	뚜렷하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물

론	이것이	비차별성과	평등이란	기본	원칙에	본질적으로	반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주

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고찰을	해볼	만하다.	또한	공동체와	집단이	협약의	목적상	무

형문화유산으로	인정하는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다양한	관습을	정당한	유산으로	장려

하거나	인정받기를	원할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공동체의	바람과	협약의	정신이	서

로	명백히	상충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접근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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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채택된	이후	첫	번째	정기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

는	상황에서	과연	무엇이	새로운	경향인지	단언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오늘	발

표의	제목을	‘2003년	협약	이행의	새로운	경향’으로	정했다.	이	발표를	통해	정기	보고	

과정이	시작된	이후	유네스코가	보고받은	정보를	간단히	요약하여	말씀	드리고자	한

다.	제1차	보고인	만큼,	모든	정보가	새로운	경향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

다.	예상치	못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부분도	있고,	기대와	일치한	부분도	있었다.	

간단히	요약하면,	2003년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총	145개국으로	유네스코	총	회원

국의	75%에	달하며,	이	중	아태지역	국가는	27개국이다.	여타	국제	조약과	비교해	보면	

괄목할만한	성과이다.	예를	들어	세계유산협약(World	Heritage	Convention)의	경우,	비

슷한	수준의	비준을	얻어내기까지	21년이	걸렸다.	즉,	2003년	협약은	다른	국제	협약에	

비해	비준속도가	월등히	빠르다고	할	수	있다.	

1)				본	원고는	팀	커티스가	구술로	발표한	내용을	기록한	것임을	밝힌다.

2003년 협약 이행의 새로운 경향

팀 커티스

유네스코방콕사무소 문화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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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이	발표에서	차후	자세히	다루게	되겠지만	바로	

등재,	즉	무형문화유산	목록이다.	이	목록과	등재	체계에	대해서는	많은	찬반	논의가	

있었다.	어떤	무형문화유산	항목을	포함	또는	제외시킬	것인가에	있어	각각의	주장에

는	장단점이	있고,	모든	문제	제기가	나름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여기	보이는	이	흥

미로운	표는	목록에	포함된	무형문화유산	항목의	지역별	분포를	나타낸다.	1972년	세

계유산협약이	유럽	중심이라는	평을	들었던	것과는	반대로,	2003년	협약은	누가	뭐래

도	아시아	중심이	아닌지	이삼열	사무총장님께	감히	여쭤보고	싶다.	표에	잘	나타나	있

듯이,	아태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등재	비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질문이	다소	도발적이었던	것은	인정한다.	이	표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등재	체계

에	관한	것이지	각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현황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는	낮은	등재비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5분	이상	아프리카에	체류해	본	사람이

라면	그	누구도	이	지역에	무형문화유산이	풍부하지	않다고	단언할	수	없을	것이다.	다

시	말해,	아프리카는	매우	풍부한	무형문화유산을	자랑하지만,	정부	체계	및	관리뿐만	

아니라	등재	신청서	준비,	유네스코	활동	참여	및	후속	조치	측면에서	역량	문제가	제

기되고	있다.	따라서	기대와는	달리	이	목록은	전세계	무형문화유산	현황을	온전히	반

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취약점에도	불구하

고,	목록의	긍정적인	역할이	분명히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설명하겠다.	

아시다시피	2003년	협약에는	총	세	가지	목록,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

목록(Urgent	Safeguarding	List),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	모범

사례(Best	Practices	Register)가	있다.	이들	목록에서도	심각한	불균형	문제가	나타난다.	

이	표에	나타난	수치들은	특히	우려할	만하다.	예를	들면,	긴급보호목록과	모범사례

의	수치가	대표목록에	비해	현격히	낮다.	그	일부	원인은	2003년	협약	발효	시,	인류구

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이	대표목록으로	자동	전환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렇다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협약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만

약	2003년	협약의	목적이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표현	양식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불균형은	해소되어야	한

다.	또,	2003년	협약이	어느	정도	독자적	존속이	가능한	무형문화유산의	단순	홍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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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손실될	위험에	처한	문화유산	보호에	초점을	맞추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아태지역의	예를	보면,	무형문화유산이	분야에	따라	어떻게	등재되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공연예술	분야가	무형문화유산	등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반면,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은	가장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분야인	

사회적	관습,	의식	및	축제,	전통	공예	기술,	구전	전통	및	표현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한다.	전반적으로	아태지역의	분야별	등재는	꽤	훌륭한	표본이지만,	실제로는	한	가지	

분야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	분류될	수	있는	교차적인	종목도	상

당수	존재한다.	즉,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분야의	유산이	사회적	관습,	의

식	및	축제로도	분류가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분야가	늘	다른	분

야와	확연히	구별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로	인해	당사국들이	종목을	등재할	때,	두	세	

개의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21개의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당사국들은	올해	안으로	무형문화유산위원회에	정

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당사국이	매	6년마다	협약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를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은	2003년	협약의	요구사항	중	하나이다.	현재	제1차	보고가	진행	

중인	관계로,	위원회에	제출된	정식	보고서뿐만	아니라	사무국이	사전	접수한	예비	보

고서까지	포함해서	이를	토대로	취합한	내용을	말씀	드리고자	한다.	또,	지금까지	당사

국들이	취한	조치와	등재된	무형문화유산	종목	중	일부	현황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문

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2003년	협약의	초점이	오로지	목록에만	맞춰져서는	안	된

다.	다행히도	종목	등재	외	분야에서도	다양한	조치가	취해졌다.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많은	국가들이	등재신청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정기	보고에	따르면,	

입법과	관련하여	상당수의	국가들이	무형문화유산	관련법	도입을	고려하거나	이미	제

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법	제정을	위한	사전	절차가	모

두	완료된	것은	아닐지라도,	검토과정에는	이미	착수했다.	그	외	국가들도	자국	내	관

련법이	이미	존재하거나,	또는	기존	문화유산법에	무형문화유산이	포함되도록	법	개정

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법을	개정하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문화유산법	

개정에	대한	당사국	내	논의가	촉발되기도	했다.	아태지역	몇몇	국가들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관련법이	제정된	지	오래된	국가들도	있다.	이들	국가	중	일부에서도	법	개정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과거에는	관계	부처간	협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많은	국가들이	이제는	자국의	

문화유산정책의	틀	안에	관련	정부	기관이나	무형문화유산	부서	설립을	검토하고	있

다.	세부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국가들이	무형문화유산	공동체	

기반	방식에	의거해	문화유산	정책의	지방	분권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가들에	따라서는	유사한	맥락에서	관련	예산의	지방	분권화를	고려	중이다.	

일부	당사국들은	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다.	어떻게	정부의	역량	강화	및	교육이	유

네스코가	상당한	노력을	집중하는	최우선과제가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차후	다시	설명

하겠다.	

당사국들은	NGO의	참여에	대해서도	보고하고	있다.	예상대로	NGO의	참여는	국

가마다	차이가	있다.	그런	면에서	NGO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는	블레이

크	교수의	지적은	큰	의미가	있다.	NGO가	무엇인지,	어디서	어떤	활동을	하지는	명확

히	이해하기	어렵다.	폭넓은	분야의	수많은	단체들이	스스로를	NGO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사국들은	또한	기록의	지적재산권	문제	및	관련	자료에	대한	대중의	접근

성	문제도	보고하고	있다.	이상이	지금까지	제도적	역량	문제와	관련해	정기	보고서를	

통해	우리가	파악한	주요	경향이다.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은	2003년	협약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당사국들은	목록

작성을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정기	보고서에	그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특히	목

록작성은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분야이다.	목록작성을	위한	접근	방식은	매우	다양

하며,	개인적으로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양한	접근	방식과	방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목록의	표준	양식을	수립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회의	도움을	받아	유네스코가	이러한	요청을	의도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이다.	세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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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박물관	및	불법	거래의	경우에는	표준	양식을	각국	정부에	배포하였고,	이	방식

이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에	있어	표준	양식의	배포는	실제	상

황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표준	양식을	수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유로	유네스코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당사국들과	함께	목록	작성은	물론이고,	목

록	착수	단계부터	명확한	개념	수립과	목록작성을	위한	틀을	정립하는	데에	많은	노력

을	기울여왔다.	

많은	국가들이	목록의	기준	또는	지표의	하나로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을	꼽았다

는	점은	상당히	뿌듯하다.	이는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국가들마다	목록	갱신	빈도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일부	국가들

은	6개월	주기를,	또	다른	국가들은	1년,	2년,	5년	주기를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	

블레이크	교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고	정

기	보고에도	관련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공동체	참여가	

전혀	새로운	관행임을	고려할	때,	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통합이	이루어

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공동체의	참여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보고가	있었

지만,	참여	방식에	대한	보고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다.	NGO	역시	각기	이질적인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언급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일부	지역에서는	NGO나	협회가	어떻게	무형문화유산과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높고,	그	결과	이들	단체의	역할도	점차	증대되는	추세이다.	

정책	분야에서도	많은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새로운	정책들이	시행되고,	이에	대

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을	지원하기	위한	특정	프로그램이나,	앞서	

언급했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의	지방	분권화	관련	정책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일

부	국가들은	축제에	대한	재정	지원에	착수했고,	그	결과	축제가	무형문화유산	보호	

수단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정기	보고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경향은	점차	늘고	있다.	박물

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공동체	기반	박물관의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무형문

화유산의	개념이	박물관	정책	및	프로그램과	연계되는	현상도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디지털화에	상당한	노력이	투입되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디지털화에	따른	위험과	높은	비용으로	인해	막대한	자원	할당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또,	문서화,	디지털화가	

일단	진행되면	다른	분야의	중요성을	떨어뜨리고	그	자체가	하나의	목적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	회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다.	일부	정기	보고서와	UN	

개발	유관	기관에서	근무하는	동료들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이	개발	전략이나	국가	개

발	계획에서도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정확한	

명칭	대신,	문화적	관습	등으로	일컬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무형문화유산이	개발	

계획에까지	포함될	정도로	인식이	높아졌다는	점은	괄목할만하다.	과거에는	애초부터	

이런	논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보고서에는	관광에	대한	언급도	꽤	있었다.	아시다시피	무형문화유산을	관광과	연

결시키는	것의	이점과	위험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여기서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다.	일부	국가들이	취한	또	다른	조치는	물리적	공간의	제공이다.	이는	무형문화유

산도	물리적	공간을	필요로	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현재	아태지역	도시에서	일

어나고	있는	이러한	변화	또한	특히	관심을	끄는	사안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도농	이주로	인해	수많은	무형문화

유산이	도시에서	연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면	고무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비공식적	전수체제의	구축,	공연전문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무

형문화유산	종목을	학교	교육에	통합한	국가들의	사례도	있다.	이는	특히	무형문화유

산에	대한	인식과	가치	제고라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훈련체

계의	일부	사례로	정기	보고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핵심적	부

분인	언어에	있어,	일부	국가들에서는	조기	모국어	교육	프로그램(early	mother-tongue	

education	programme)과	다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multilingual	education	programme)

의	지지자들	간에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한	일들은	점점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와	같이	2003년	협약이	채택된	후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협약의	직접	시행이나	등재	

이	외의	분야에서도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협력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	각지의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유

네스코	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가	그	좋은	예이다.	그	외에도	공동	등재(trans-boundary	

nomination)	및	다국적	등재(multinational	nomination),	국가간	연구	및	목록작성	방법	

공유	등의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아태지역에는	총	4개의	카테고리	2기구가	설립돼	있다.	한국의	유네스코	아태무형

유산센터를	비롯해	중국,	일본,	이란에	각각	위치해있으며,	이란	센터의	경우,	현재	설

립	막바지	단계에	있다.	중남미와	현재	건립	중인	동유럽에도	각각	카테고리	2기구가	



국제회의 보고서 Chapter I 192 • 193

있다.	

이제	등재	종목으로	넘어가겠다.	등재	외에	정기	보고에서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등재	종목이다.	등재	종목	현황	보고는	정기	보고의	요구	사항	중	하나이

기도	하다.	이	그래프는	21개	정기	보고서에서	다뤄진	등재	종목의	수를	나타낸다.	즉,	

총	200개	이상인	등재	종목	전체가	반영된	그래프는	아니다.	이	그래프의	수치들은	보

고서에	언급된	기간	동안	등재된	무형문화유산	종목의	수를	나타내며,	다시	한번	아시

아	국가들이	선두를	차지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않겠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집단의	결속	및	가치	전수에	기여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다국적	등재가	이루어진	국가에서	이와	같은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그간	교류의	기회가	없던	공동체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연결되고	있다.	유형	물질유산	종목	및	공간과	더	많은	연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

는	보고도	있었다.	세계유산협약과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향후	통합되거나	최소한	

그	공통부분이	늘어날	것이라는	블레이크	교수의	언급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이

러한	논의는	유형과	무형의	뚜렷한	구분이	반드시	효과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반영한다.	

축제나	종목의	등재가	경우에	따라	소수	집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사회적	갈

등을	해소시킴으로써	사회	결속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바로	이런	것

들이	등재의	긍정적	효과이다.	즉,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소수	집단의	자긍심이	고

취되고,	국가	구성원들과의	일체감도	높아진다.	최소한	일부	정기	보고서에	보고된	내

용에	따르면	그렇다.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이	보고서에서	논의되고	있기는	하지만,	생명력을	어떻게	정

의할	것인가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공동체	기반	사업은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정부,	유네스코,	전문가	모두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개입하지	않

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무형문화유산이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스스로	생명

력을	지닐	때가	바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최상의	조건이	형성된	때인	것이다.	그

러나	불행히도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및	보호를	위

한	최상의	방안은	공동체가	스스로	그	역할을	해내는	것임을	정부가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많은	국가들이	무형문화유산이	얼마나	활발히	전승되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연행

자	또는	언어	사용자	수를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전승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유용할	지도	모른다.	즉,	무형문화유산이	다음	세대에	제대로	전수되고	

있는지	여부가	단순한	숫자보다	더	정확한	전승	지표가	될	것이다.	또한,	전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해당	무형문화유산에	활력과	자긍심을	불어넣는다는	사실도	간

과할	수	없다.	

보고된	위험	요소들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생활	방식의	변화,	세대	간	차이,	

강력한	정규	교육제도	등의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가운데	특히	정규	교육	문제는	모든	

이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을	추구하는	유네스코를	진퇴양난에	빠지게	한다.	하

지만	무형문화유산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공교육	제도	하에서	젊은	세대들은	과

거	전통적으로	늘	접할	수	있었던	다양한	무형문화유산	종목에	대한	접근이	배제되거

나,	무형문화유산	교육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자,	심지어	모든	이를	위한	교육	패러다임	내에서도	논의	되고	있는	사안이

기도	하다.	몇몇	국가에서는	‘지역	콘텐츠(local	content)’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을	도입하

고,	공동체	차원에서	교사가	교육	과정의	20%를	자체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유네스코

는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라는	목표를	위해,	무

형문화유산을	학교	교육과정	및	계획에	통합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

요하다.	

현재	많은	유산이	목록에	등재되어	있으나	문화적	표현에	필수적인	공간과	관련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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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다시	말해,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있

어	유형적	제약이	따르는	것이다.	공간이나	유물	그	자체는	물론이고,	이를	만들어	낼	

지식이	부재한다는	보고가	점차	늘고	있다.	심지어	이런	공간이나	유물을	제작할	원재

료를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며,	이런	문제들은	지속가능발전	의제와도	관

련이	있다.

유네스코	등재와	함께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됨에	따라	해당	문화재의	상업화	및	

사생활	침해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한	공동체	내부	갈등과	문제가	심화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런	상황이	불거진	몇	몇	사례도	있었다.	

당사국들은	목록의	궁극적	목표인	다른	공동체에	대한	자극제	역할과	소수	문화에	

대한	존중과	관심을	통한	문화	다양성	증진에	목록	등재가	어떻게	기여했는지	지속적

으로	보고하고	있다.	문화유산	등재	과정이	상기	목표	달성과	지역	공동체	참여	증진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보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할	일이	산적해	있다.	

그렇다면	제	1차	보고	이후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은	무엇인가?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존	관례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및	법률을	마련하는	문제가	있다.	즉,	무형문화유산의	기록,	목록작성,	유네

스코	등재	업무에	착수하면서	어떻게	이러한	규칙과	관례적	접근의	문제를	처리할	것

인가에	대해	여전히	큰	의문이	남아있다.	이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국제적	차

원의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지역	공동체만이	이	사안

에	대한	궁극적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사안에서만큼은	국제적	

차원의	해결책이	가능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	무형문화유산	기록을	둘러싼	지적재산권	문제가	대두된다.	유네스코아태무

형유산센터는	내년부터	이	문제	해결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그	범위

와	방법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2003년	협약은	당사국에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을	요

구하고	있을	뿐,	무형문화유산	종목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하

지만	2003년	협약이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	자체

가,	목록	사용	및	해당	문서	배포에	관한	지적재산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또	야기

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따라서	등재	및	목록작성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문제를	다

룰	필요가	있다.	

무형문화유산	전승	지원	및	유형적	측면의	통합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야	한다.	이는	유네스코와	모든	협력	파트너들이	2003년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

서	함께	힘써야	할	부분이다.	지금까지	다룬	문제들보다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덜한	

도전과제들도	있다.	일례로	당사국	내부	문제	해결을	위해	무형문화유산을	‘도구화

(instrumentalisation)’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둘러싸고	표면적	

대립이라기보다는	긴장에	가까운	갈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듯이,	이	문제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03년	협약의	취지는	갈등	야기가	아니라	평화	기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국유화는	2003년	협약의	진행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요소의	하나이자,	적어도	지속적인	관심을	요하는	사안이다.	

축제,	관광,	공연은	종종	무형문화유산의	탈맥락화(de-contextualisation)로	이어지

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유산의	위험요소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유네스코가	

마이더스의	손으로	불리기도	한다.	건드리는	것마다	황금이	되지만,	결국	그	때문에	죽

음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더욱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활

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

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말이다.	또,	무형문화유산이	근본적으로	언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언어	문제를	좀	더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지금까지	2003년	협약의	제	1차	정기	보고에	관한	유네스코의	피드백	일부를	간략

히	개괄해	보았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2003년	협약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1972년	

제정된	세계유산협약의	경우에도,	여전히	운영	방침에	대한	검토와	관련	개념	재정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역시	갈	길이	멀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협약에	대해	다시	고민한다는	것은	협약이	살아	움직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20년	후에도	2003년	협약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지속되기를	기대해본

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서	여전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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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의 가치

어디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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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무형문화유산의	일차적	가치는	공연자,	연행자	및	기타	참여자들이	삶을	관조하고	

이해하며	그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토속	지식을	창출하는	역량에	있다.	토

속	지식은	물질적,	실용적,	정신적,	윤리적,	심미적	가치를	포괄한다.	무형문화유산을	

통해	지역의	참여자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혜택을	누린다.	실용적	기술의	취득은	물론,	

개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공고히	할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이	지닌	

실용적	가치를	인정하는	국가	문화기관들은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

책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창의성,	아름다움,	지식	및	다양한	인류	문화의	합리성을	인

정하는	윤리적,	정치적	원칙인	문화	다양성을	추구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적	다양

성을	추구할	경우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관습을	보호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본	발표는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	다양성을	추구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두	가지	국가	문화정책	분야를	다룬다.	무형문화유

1)				본	발표	원고를	검토하고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준	스미소니언연구소	소속	제임스	얼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무형문화유산 보호에서 지속가능성과

문화다양성 - 도구와 관점

피터 세이텔

스미스소니언연구소 수석 민속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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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공동체의	협력관계	수립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이다.	지속가능성이란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관습이	스스로	존속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이	분야의	정책	개발을	위해	필자는	사회	제도(social	institution)

라는	개념을	차용하여	20003년	무형문화유산	협약에	명시된	무형문화유산의	정의를	

강화하는	개념	체계를	제안한다.	이미	협약에	내포된	이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무형문

화유산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분석하며,	논의를	거쳐	향후	계획을	마

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후반부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

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무형문화유산	공연	기록물을	수집·정리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도구를	소개할	것이다.	공연물과	관련된	정보를	재편하여	보급하

는	것은	대중의	참여와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존중	및	이해를	구축하는	활동이며,	공연

물의	가치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는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무형문화

유산	관습을	합법화하고	유산과	그	계승자들이	국가적	문화	담론의	장에서	입지를	높

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I. 보다 넓은 의미의 개념체계 - 사회 제도

과거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하	협약)을	제정하기	위해	1989년에	채택된	

‘전통	문화	및	민속	보호에	권고(이하	권고)’에	명시된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필자는	무형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	공동체와

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에	앞서	협약에	명시된	무형문화유산의	개념	역시	다시	한	번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989년에	채택된	권고에	따르면	무형문화유산(당시에는	민속	또는	전통	문화로	표

현됨)은	“문화	공동체가	전통에	기반하여	만들어낸	창조물의	총체”라고	정의한다.	이들	

실체적	‘창조물’은	민속	이론에	근거하여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속성을	부여	받는데	구체

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형문화유산(민속	혹은	전통문화)은	“공동체	또는	개인에	

의해	표현된	창조물이며,	공동체의	문화적,	사회적	정체성을	반영함으로써	공동체의	기

대를	충족한다.	무형문화유산의	기준과	가치는	구전과	모방을	비롯한	여러	수단을	통

해	전승된다.	무형문화유산은	언어,	문학,	음악,	무용,	놀이,	신화,	의식,	관습,	공예,	건

축을	비롯한	여러	예술	형태로	나타난다.”	여기서	강조한	바는	무형문화유산은	창조물,	

다시	말해	문화적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	또는	생산물이라는	것이다.	권고	조항

은	주로	이러한	생산물을	기록,	수집,	저장하여	문화유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고	이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2003년	협약	제정이	시작되던	1999년	무렵	민

속	또는	전통	문화라는	용어가	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이라는	용어

로	개칭된다.	이	용어는	1950년	서구화에	맞서	일본	문화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

해	시행된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용어를	번역한	것이다.	유네스코의	전략적	목적은	결

과물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	표현,	즉	문화적	생산과정	그	자체를	보존하기	위한	정

책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	정책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의	

정의를	새롭게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

2003년	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집

단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여기는	관습,	표상,	표현,	지식,	기능	및	이

와	관련한	도구,	물품,	공예품	및	문화	공간을	말한다.”	이	문장에서는	관습이라는	용

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며,	지식이라는	표현은	있으나	관습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의	형성	과정을	통해	창조된	일부	생산물(지식	

이외의	표상,	표현,	물품,	공예품)과	무형문화유산	관습이	연행되는데	있어	가장	중요

한	문화	공간이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관습이며,	이는	협약에	명시된	정책의	대상이기도	하다.	살아있는	문화	관습을	보호하

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문화	생산물에만	초점을	맞추는	편협함에

서	벗어나	과정을	중시하는	폭	넓은	관점을	갖춰야	한다.

그	관점을	보다	더	확대하면,	노래,	의식,	연극,	공예품,	농업기술,	의료술	등을	생산

하는	살아있는	무형문화유산	관습은	정형화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상호작용은	비교적	안정된	구조를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며	문화적	가치를	

형성하고	그	가치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즉,	무형문화유산	관습은	역할,	규범	및	물

질	교환의	형식을	지닌	사회	제도2로	이해할	수	있다.	다른	사회	제도와	마찬가지로	살

아있는	무형문화유산	관습은	새로운	전수자의	선발,	훈련,	공유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함으로써	재생산된다.	무형문화유산	관습은	사회적	삶과	윤리적	지식을	뒷

받침하는	공리적,	미적	관습을	정립함으로써	사회	전체를	재창조하는	데	기여한다.	또

한	무형문화유산	관습은	다른	제도들과	공존하면서	다양하면서도	복잡한	관계를	형성

2)				본	발표에서	사용된	제도(institution)라는	용어는	말리노프스키를	비롯한	인류학자들이	제시한	사회인류학적	의

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사회	조직이라는	엄격한	기능주의적	개념은	내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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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들	제도는	상호	의존적이거나	경제적	그리고/또는	전략적으로	보완	관계에	있

거나	보다	광범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무형문화유산	관습을	사회	제도로	이해하면	몇	가지	사항이	분명해진다.	첫째,	무

형문화유산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사회	제도는	발전하는	사회	및	자연	환경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변화한다.	이에	따라	다른	제도들도	구조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그	실천	방안을	조정한다.	살아있는	무형문화유산	관습	역시	마찬가지이다.	둘째,	무형

문화유산	관습은	기존	제도의	구성요소들이	약해지거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일례로	지역민들이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에	대해	충분히	지원하지	

않거나	지역	시장이	전통	공예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전승자	모집	과정이	기

존의	회원제도를	대체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원료	제공자와	교류관계가	단

절되면	공예품	생산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제도적	관점에서	보면,	지역의	문화유산	보유자와	그들의	문화유산을	보호해주는	

국가	문화기관	간에	형성된	관계의	속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스미소니언박물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및	기타	개발기구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은	‘협력기관’으로	

통칭할	수	있으며,	그들의	역할은	지역	공동체와	함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계획

함으로써	그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관습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여	그	관습	자

체를	지속하고	재생산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	환경의	변화가	기관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	기관	간의	새로운	기능적	관계가	필시	무형문화유산은	

물론,	협력기관	자체도	변화시킬지	모른다.	이는	무형문화유산	관습으로부터	지식을	축

적하고	민주적으로	구성되는	기관의	경우에	한한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지역	공동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할	기관의	구성원으로

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변화와	수용할	수	없는	변화란	무엇인가?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문화적	변화는	간단한	주제가	아니다.	프로젝트	계획

이나	평가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개인	및	직업	윤리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보

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국제	윤리	규정에	위배되는	무형문화유산	관습을	중단하

라고	촉구하는	것은	수용	가능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제적	매체를	통해	지역

의	무형문화유산에	유입된	외래문화와	오래	전부터	존재한	아름다운	전통	문화의	조

화로운	공존을	장려하는	활동	역시	수용할	수	있는	변화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협력기

관과의	관계에서	촉발된	변화가	무형문화유산	전승과정에서	실용적,	심미적,	윤리적	지

식의	생산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수용	불가능한	변화로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무형

문화유산	전승자가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거대	기관의	부속품으로	전락하거나,	보

여주기식	행사	및	문화관광의	끼워맞추기	행사에	나설	뿐	지식	창출을	위한	활동을	하

기는커녕	충분한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은	용납할	수	없는	변화라는	것이다.	

제도가	뒷받침된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지속가능성,	즉	무

형문화유산이	전승과정을	통해	스스로	존속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참여자는	지속적으로	지역의	역사적	상황을	개선하는	지식을	창출한다.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제도적	관점에는	또	다른	함의가	있다.	제도가	가진	복

잡성과	기관들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무형문화유산	관습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

한	지역	공동체와의	가능한	협력	전략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무형문

화유산	전승	활동에	대한	직접적	지원	이외에	통신매체를	활용한	공연장소	제공	및	공

예품	마케팅,	문화관광,	그리고	교육기관의	정기적인	무형문화유산	전승	활동	개최를	

들	수	있다.	국가	문화기관,	비정부기관,	교육기관,	개발기관,	지역	예술기관	등	다종다

양한	협력기관이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지속가능한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방

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	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관련	정보의	공유에

서	공동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에	이르기까지	협력기관	간의	적극적인	의사소통	및	협

조라고	할	수	있다.

Ⅱ. 공감을 통한 소통 - 무형문화유산 보급에서 문화 다양성

문화	다양성(cultural	diversity)은	인간의	생활을	규정하는	문화적	상이함을	포용하

는	가운데	형성되는	윤리적	지식의	한	요소를	칭한다.	이것은	탈식민지화,	세계화	및	그

에	대한	저항,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	다민족	국가들의	지속적인	정치적	변화	

등	다양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형성된	개념이다.	문화	다양성이	내세우는	사회적	전략

은	사회	속에서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고,	공감을	바탕으로	한	이해와	상호	존중을	추

구하며,	독단적인	민족	중심주의와	그로	인한	갈등을	배척한다.	문화	다양성을	바탕으

로	개인과	집단은	그들의	문화적	관습을	실행하고,	문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상업

적	규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다민족	국가의	모든	집단	구성원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

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기업에게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를	갖는다.	국가	문

화기관	및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과	관련된	기관들의	관점에서	볼	때,	문화	다양성은	

문화를	보유한	모든	집단이	제도적	실천의	각	단계에	참여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한

다.	제도적	실천이란	문화	콘텐츠	제공,	제도적	표현물로서	콘텐츠	해석	및	생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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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및	제도	시행을	모두	포괄한다.	문화	다양성은	또한	무형문화유산	표현물을	보급

하여	상호	존중과	이해를	촉진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데	목표를	둔다.	그와	같은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필자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이	자리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무형문화유산	표현물의	보급은	공감적	관계,	즉	특정	공연	또는	예술	작품에	표현

된	느낌	및	생각과	그것을	감상하는	사람	사이의	소통을	촉진할	때	상호	존중과	이해

를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은	이러한	윤리적,	심미적	소통을	촉

진함으로써	널리	보급될	수	있다.

필자가	개발한	싱크로텍스트(Synchrotext)는	공감을	통한	소통을	촉진하는	디지털	

도구이다.	이	도구는	쌍방향	참여를	통해	소통을	극대화하며,	무형문화유산	공연물이	

생성된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	관한	다차원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산에	대한	지

적이고	창의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싱크로텍스트의	최신	버전은	웹사이트(www.performedwords.org)를	통해	이용

할	수	있다.	윈도우즈	OS	시스템과	광대역	인터넷	통신망	사용자라면	다음의	링크

에	접속하여	싱크로텍스트를	직접	체험해	보기를	바란다(www.performedwords.org/

synchrotext.htm).	멀티미디어	플레이어(Quicktime또는	Shockwave)를	설치해야	할	수도	

있다.	두	플레이어	모두	무료	프로그램이며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사이

트를	처음	방문한	경우에만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애플	컴퓨터(Mac)	사용자는	안타깝게도	플래시	튜토리얼(Flash	tutorial)	모드로만	

볼	수	있다.	사이트의	시작	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링크가	되어	있다.	현재	애플	컴퓨터	

사용자를	위한	업데이트를	계획하고	있다.

광대역	통신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캡처	화면을	참조하길	바란다.

이	화면은	싱크로텍스트에서	실행한	오디오	파일을	일시	정지한	모습이다.	노래가	

시작한지	26분이	지나	361번째	행에서	멈춘	것이다.	싱크로텍스트는	비디오	파일도	지

원하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언급하도록	하겠다.	화면에	나온	가사는	음유시인	무지

(Muzee)가	부른	영웅을	주제로	한	카잔고(Kajango)라는	노래의	일부이다.	이	노래는	웹

사이트(www.performedwords.org)의	하야족	발라드	라이브러리에	저장되어	있다.	필자

는	1968년부터	1970년까지	탄자니아	북서부에서	첫	번째	현지조사를	진행하면서	이	노

래를	녹음했다.

화면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상단	창은	루하야	언어로	녹음된	노래가

사를	로마자로	표기하여	보여준다.	하단	창에는	영어로	번역된	가사가	나타난다.	오디

오	파일이	실행되는	동안	로마자로	표기된	루하야어	가사와	영어	가사가	자동으로	동

기화되어	위로	이동한다.	상·하단	창의	왼편에	있는	포인터는	동시에	해당	노래가사를	

가리킨다.	오른쪽에	보이는	세로로	된	창에는	관련	정보의	유형을	의미하는	축약어가	

보인다.	‘pic’은	가사에	언급된	물품	또는	행동을	보여주는	사진	또는	이미지를	의미하

며,	‘fn’은	지역의	역사	및	문화	정보,	이미지를	설명하는	각주를	의미한다.	또한	‘sty’는	

이	노래에	나타나는	시적	형식을	분석한	해설을	의미한다.	해설이	가능한	카테고리	수

와	각	행에	삽입된	개별	해설의	수는	제한이	없으며,	공연물을	편집하는	사람이	그	수

를	정할	수	있다.	사용자가	해설을	선택하면,	플레이어가	일시	정지되고	다음과	같이	

또	하나의	창이	열린다.	

포인터가	가리킨	362행은	“카멜레온은	매시를	걸러내네”라는	뜻으로,	파충류들이	

맥주를	양조하는	부분에	나오는	가사이다.	양조	과정을	시연하는	지역민의	모습이	담

긴	사진을	함께	올려	해당	구절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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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캡처된	화면의	하단	부분에	위치한	재생	컨트롤을	이용하여	노래의	흐름

을	조절하고	원하는	해설을	선택할	수	있다.	컨트롤	단추들을	사용하여	행(line)	단위로	

전진	또는	후진하여	재생할	수	있다.	화면에	나타나	있듯이	다른	방식의	조작도	가능하다.

사용자는	공연물	재생을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고,	원하는	해설을	선택할	수	있

으며,	마음대로	반복	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	사용자는	공연장에서	녹음된	소리는	물

론,	로마자로	표기된	현지어	가사,	가사의	번역과	해설을	공연자와	관람자	공동의	경험	

속에	모두	하나로	결합할	수	있다.	가사에	삽입된	해설은	이러한	경험을	알려주는데	있

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이	해설은	공연자가	공연을	할	때,	공연을	관람

하는	청중들이	습득해야	할	지식,	즉	다른	현지	작품들	속에	나타나는	주제와	양식,	무

형문화유산	관습,	역사적	사건	등에	관한	지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해설에	포함된	

현지	전문	지식은	사용자가	지성과	상상력을	통해	공연에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발

판이	된다.	싱크로텍스트는	또한	무형문화유산	영상	기록물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음은	싱크로텍스트에서	재생한	영상물을	캡처한	화면이다.	

이	화면은	영상물의	한	장면을	캡처한	것으로	오른쪽에	해설창이	있다.	이	영상은	

인터넷이	아닌,	CD나	다른	매체를	통해	현지에서	보급,	저장,	상영되고	있다.	사용자는	

비디오	플레이어	왼쪽	상단의	작은	단추들을	이용하여	영상화면의	크기를	선택한다.	

영상화면이	커지면	하단	창에	나타나는	대사의	행수가	줄어든다.	활성화된	해설창의	

왼쪽	하단에	있는	작은	박스를	클릭하면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관련	해설이	자동적으

로	나타나도록	설정된다.	이	영상은	맥베스(Macbeth)	공연	영상으로,	오른쪽	해설창에

는	엘리자베스	시대의	영어에	대한	주석이	제공된다.

싱크로텍스트의	영상물들은	별도의	편집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된다.	이	프로그램

을	통해	CD를	비롯한	다른	저장매체나	인터넷에서	재생할	수	있는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	덕분에	싱크로텍스트는	광대역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서도	사용	가능하다.

싱크로텍스트가	제공하는	별도의	편집기는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

다(http://www.performedwords.org/publisher/synchropub.zip).	편집과	재생	기능을	분리

하여	두	기능을	단순화시켰다.	싱크로텍스트	편집기는	전문적인	컴퓨터	지식이	없어도	

영상과	자막을	동기화하여	조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소프트웨어이다.	싱크로텍스트	

편집기를	통한	편집	과정이	얼마나	간단한지	다음의	캡처	화면을	통해	소개하겠다.

화면	상단에	나열된	탭은	개별	작업을	수행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각각의	작업에	

최적화된	기능을	제공한다.	라이브러리(library)	탭에서는	편집을	위해	동기화된	파일

을	연다.	시작(start)과	도입(introduction)	탭에서	편집자는	두	개의	페이지를	작성하며,		

파일의	제목을	입력하고	스크린	크레딧과	작품에	대한	사전	설명을	삽입한다.	미디어

(media)	탭에서는	싱크를	맞춰야	하는	기록물의	파일명을	직접	입력하거나	파일을	불러

온다.	레이아웃(layout)	탭에서는	플레이어	실행	시	나타나는	화면의	크기를	설정한다.	

표기(transcription)	및	번역(translation)	탭에서는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불러온	뒤	포맷

을	조정하여	동시에	스크롤이	되도록	만든다.

위의	화면은	동기화(synchronise)	탭을	보여주고	있다.	이	탭에서	편집자는	하단부

의	컨트롤	단추를	사용하여	영상을	재생하고	‘싱크포인트’를	삽입한다.	싱크포인트란	텍

스트와	음성	사이의	일치점을	나타내는	미디어	타임코드	값을	말한다.	원하는	시점에

서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타임코드를	삽입한다.	검토	과정에서는	오른쪽	중간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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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한	창에	숫자를	입력하거나	화살표	모양의	싱크포인트를	0.1초	단위로	앞뒤로	움직

여	타임코드	값을	(미세)	조정할	수	있다.	화면	중간의	하단부에	있는	스케일을	사용하

여	재생	속도를	늦추면	싱크	조절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주석(annote)	탭에서는	해설	카테고리와	포맷을	정하고	개별적으로	주석을	입력한

다.	마지막으로	미리보기(preview)	탭에서는	영상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	게

시(publish)	탭에서는	편집한	작품을	게시할	최종	장소로	인터넷	혹은	로컬	저장매체를	

선택한다.	영상물	게시작업을	최대한	단순화시키기	위해	여러	탭으로	나눠진	공간에서	

순차적으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구성했다.

싱크로텍스트는	학계는	물론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

다.	싱크로텍스트	플레이어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해주고		공연	속에	내

재된	전후	맥락에	따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록된	무형문화유산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제공된	공연물들은	사용자의	지식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문화	다

양성을	뒷받침하는	공감적	이해를	형성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그뿐	아니라	플레이

어를	활용하면	무형문화유산	기록물을	수집,	저장하는	아카이브의	기능도	할	수	있다.	

싱크로텍스트	및	그와	유사한	소프트웨어들은	다양한	사용자,	특히	지역의	무형문화

유산	전승자들이	저장된	기록물을	창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될	수	있

다.	관련	정보와	해설이	삽입된	공연	기록물은	지역	공동체에게	전통	문화유산	및	그	

계승자들과	조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의	계승자들에게	해당	유산의	형식

과	레퍼토리를	학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며,	다양한	학습	상황에	맞는	교육자료

로	활용될	수	있다.	기록	보관용	인터페이스는	학계는	물론,	일반	대중의	요구에도	부

합할	수	있을	것이다.

싱크로텍스트는	기능적인	면에서	뛰어나지만	완벽하지	않다.	동아시아국가	언어를	

지원하지	않는다거나	매킨토시	컴퓨터에서는	구동할	수	없는	등	명백한	오류가	존재한

다.	추후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싱크로텍스트는	문화	다양성과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관습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

어진	도구이다.	무형문화유산에	특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무형문화유산과	보다	광범

위한	정보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한다.	싱크로텍스트가	여러	국가의	무형문화유산	보급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개요

지속가능 개발 관점에서 바라본 무형문화유산 보호 개념 

무형문화유산	보호라는	개념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은	모

두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무런	유보	없이	동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면

밀히	살펴보면,	여기에는	잠재적	갈등	요소와	논쟁거리가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

다.	무형문화유산은	지역	공동체의	존재를	전체로	한다.	민족-국가가	해당	지역의	무형

문화유산을	국가	정체성의	일부로	등재하기	위한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	무형문화유산

의	보호를	위해	법적,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보호를	위한	압력	행사와	재정	

지원의	제공도	이루어진다.	국가	또는	민족-국가는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언

제든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에	간섭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이며	또한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할	주체도	바로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생각이야말로	문화적	과

정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개발	또는	지속가능한	인간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보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

한경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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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는	독특한	도전과	기회를	제시한다.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인간	개발의	

관계는	역동적이며	때로는	당혹스럽게도	갈등을	수반하기도	한다.	높은	인간	개발	수

준을	달성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자연자원을	대량	사용하거나	환경을	착취하는	것

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인간	개발이라는	개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생각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일부	무형문화

유산의	경우	이미	위험에	처한	특정	자원을	사용해야만	할	때도	있다.	그러나	이는	해

당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라는	목적을	위해	지역	공동체의	생활방식을	보존한다는	문제

나	지속가능한	발전의	지속가능성	여부	등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사소한	문제처럼	보인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유동적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보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문화

관광이다.	문화관광은	지역	공동체에	어떻게	하면	경제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가	라

는	질문에	대한	해결책으로	빈번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문화관광은	무형문

화유산의	상업화와	변형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의	하나인	당진	줄다리기는	이와	같은	문제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면밀히	살펴보면,	당진	줄다리기라는	‘문화’유산은	본래	그	기원이	

그러했는지는	모르지만	상업적	이유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진	줄다리기

라는	무형문화유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학생,	해당	지역에	주둔한	군부대	장병들	

및	기타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점점	더	필요한	상황이다.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의	진정

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볼	때다.

I. 서론

회의	주최측으로부터	무형문화유산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제로	발표	요청을	받

았을	때,	나의	첫	반응은	거부는	아니었으나	마음이	썩	내키지도	않았다.	주저하면서	

딱히	할	말이	없다는	식으로	대답하였다.	그렇게	답변한	이유는	취지에	반대해서가	아

니라,	그	중요성이	이미	너무나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되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	문제

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새롭게	덧붙이거나	빼거나	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	다양성과	사회적	형평성,	환경에	대한	책임,	경제적	생존이라는	여러	

목표들	사이의	조화와	조정”(Nurse	2006)’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에	의문을	제기하

는	등	사회적	통념과	대치되는	내용을	주장함으로써	청중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

을	초래하게	되지는	않을까	두렵기도	하였다.	

그런데	점차	이러한	상황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발표내용이	핵심	주제와	

관련되어야	한다는	유일한	조건만	제외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모인	석학과	전문가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은	거절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미가	당기는	유혹이기도	했다.	

이것이	내가	지속가능한	인간개발이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의미심장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의	발표문을	작성하게	된	배경이다.	문화인류학자로서	나는	무형문

화유산의	보호라고	하는	노력,	그리고	이를	위해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거나	다른	사람

들의	생활방식을	보존한다고	하는	관념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이를	위하여	나는	

과정으로서의	문화(culture	as	process)라는	개념을	소개하고자	한다.	

II. 지속가능한 인간 개발이라는 문제

처음	주어진	제목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무형문화유산	보존	

개념”	이었다.	나중에서야	오늘	회의의	원래	개념이	단순히	지속가능한	발전이	아닌,	지

속가능한	인간	개발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속가능한’과	‘개발’	사이에	‘인간’이라

는	단어의	추가는	우리가	개발에	대해	생각할	때,	세	배는	더	비판적이	되어야	하고,	최

소한	세	단계	걸쳐서	또는	삼차원에	걸쳐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는	상식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제	발전이라는	통념에	대

한	비판으로	이루어져있다.	두	번째	단계	역시	친숙하다.	가장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지

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정의는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지

속가능한	발전이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의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현재	세대가	겪고	있는	계급	분화,	그

리고	권력과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	한다.	현	세대에	속하는	많은	이들

은	자신들의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현재의	필요를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

다.	우리가	가슴과	마음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신봉한다고	하더라도,	환

경	보호와	인간욕구의	충족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해답을	

제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은	

원칙의	제시보다는	절충과	타협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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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한편으로는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다른	한편으로는	지

속가능한	인간	개발이	빚어내는	역동적이면서,	종종	당혹스러울	정도로	갈등적인	관계

에	직면해야	한다.	높은	수준의	인간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대량	사용이	필

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가능한	인간	개발이라는	목표가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상

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환경주의자들을	비롯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에	헌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	매우	당혹스러

워	하고	심지어는	경계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이	과연	“누구의”	인간	개발이냐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무형문화유산	보호가	관련	지역	공동체의	인간	개발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일반

적인	기대가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특정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조치와	정책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인간	개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보조금	등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욕망과	에너지의	방향을	바꾸고	새로

운	길을	열어	개인의	선택과	경력을	확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특정	개인과	단체를	인

간문화재로	지정하는	조치는	터무니	없이	큰	혜택을	제공하거나	관계	전문가들의	창의

성을	고사시키는	독점적이며	경직된	경쟁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더	나아

가서	이러한	조치는	무형문화유산을	화석화시켜,	무형문화유산의	향후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보존이	불가능한	것들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모방하려는	지나치

게	열정적이며	오도된	노력으로	인해	오히려	무형문화유산의	생기를	떨어뜨리는	결과

를	초래할	수도	있다.	나아가	개인과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키우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에	국가의	지원과	인센티브에	더욱	의

존하도록	조장할	수도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라는	개념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은	

모두가	당연히	받아들이거나	아무런	유보	없이	동의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사안

이	아니다.	이는	단지	일부	무형문화유산에서	성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전통이라는	이유

로	기본인권을	침해하는	관행이	빈번하게	발견된다는	등의	단순한	이유	때문은	아니

다.	면밀히	살펴보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라는	바로	그	개념	자체가	잠재적	갈등	요소

와	논쟁	기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무형문화유산이	인류,	개인,	단체,	지역	공동체의	존

재를	기본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III. 인적 요인 : 공동체의 존속 또는 문화유산의 보호에 내포된 의미

세계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많은	민족-국가들이	국가정체성	확립의	일환으로	자국

의	무형문화유산을	목록에	등재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각국은	무형문

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체계의	확립뿐	아니라	선택적	압력	행사,	특정한	

개발	경로의	제공,	보조금	및	인센티브의	제공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국가	또는	민족-국가는	적극적인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통해	국위를	선양하고자	

지역	공동체	구성원의	삶에	개입할	태세가	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국가와	전문가

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대상은	무형문화유산	자체가	아니라	개인,	집단,	그리

고	지역	공동체	구성원의	삶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할	주체는	다

름	아닌	개인,	집단,	지역	공동체이다.	이러한	개념은	문화적	과정의	본질을	드러낸다.

지속가능한	발전	또는	지속가능한	인간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보

호는	독특한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시한다.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인간	

개발의	관계는	역동적이면서	종종	당혹스럽게도	갈등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높은	인간	개발	수준을	달성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자연자원을	대량	활용하거나	

환경을	착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개발과	환경	사이의	적절

한	균형을	찾으려	할	것이다.	물론,	지속가능한	인간	개발의	추구라는	열망	자체도	전

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생각하면	문제는	더

욱	복잡해진다.	고래잡이와	같은	일부	무형문화유산은	이미	절멸	위기에	처한	자원을	

착취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어떤	개

인,	집단,	지역	공동체를	선택하여	그들의	삶의	방식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

지	결정한다는	엄청난	문제에	비하면	오히려	사소한	것일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유동적이고	따라서	항상	변화하고,	발전하거나	소

멸할	수	밖에	없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생

각해보는	것이다.	선량한	의도를	가진	외부인들이	-	정부,	관료,	학자,	또는	전문가들이	

-	어떤	문화유산을	보호할지(또는	하지	않을지)	결정함으로써	타자의	삶에	개입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

만일	어떤	특정한	개인,	집단	또는	지역	공동체를	지속시킬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다면,	이는	동시에	선택을	받지	못한	다른	개인,	집단	또는	지역	공동체

는	소멸되도록	내버려두어도	무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무형

문화유산을	보호할지	선택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다른	무형문화유산들은	절멸의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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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도록	내버려두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한다는	것은	타인의	삶과	그들	삶의	방식에	대해	정치

적	결정을	내리는	위험을	내포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물론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목록	등재,	직접	보조금의	지급,	기타	경제적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화관광이

라는	영향력이	행사된다.

IV. 상업적 전환 : 당진 줄다리기에 관한 사례연구

문화관광은	갈수록	시장의	힘이	주도하는	세계에서	자신들의	문화유산을	유지할	

수단을	찾는	지역공동체와	민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경제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해답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수의	성

공	및	모범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학자와	전문가뿐	아니라	수많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역시	자본주의와	세계화라는	거친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문화

유산에게	문화관광이야말로	마치	구명정과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문화관광에	대해서는	의문과	우려가	함께	존재한다.	혹시	문화관광이	상업

화와	변형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문화유산이	그	생명과	의미를	잃고	변질과	타락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들이다.	관광객들은	장례식,	결혼식,	생일파티,	신년축

하	행사,	추수감사절	같이	다양한	의례들의	특정	부분이나	장면들이	동일한	시간과	같

은	장소에서	연출되더라도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고	있건	현장에서	실무에	종사하고	있건	수많은	인

류학자가	문화관광에	열중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을	다룬	인류학	문헌은,	여러	민족과	

지역공동체가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그들의	의식	및	연행과	관련된	일정,	공

연	빈도,	공연의	길이,	공연	장소,	재료,	의복,	참여자	등을	수정해야	했을	때	겪은	한심

한	상황과	당혹스러운	문제들을	다수	보고하고	있다.	

어떤	변화는	항상	반가운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럭저럭	받아들이고	견딜	만했지

만,	일부	개인과	집단이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운	변화도	있었다.	어떤	이들은	상처	받고	

분노했다.	이들은	그러한	변화가	해당	의식이나	연행의	정체성을	영구적으로	바꿔놓지	

않을까	심히	우려했다.

상품화와	상업화는	아마도	현	상황을	설명하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가장	빈번히	사

용되는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상품화와	상업화를	한탄하는	이가	비단	학자들만은	아

니다.	정부	관료와	다른	전문가들도	대부분	문화적	성과를	상품화·상업화와는	상반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결과,	무형문화유산이란	파괴적이고	오염을	야기하는	상품

화·상업화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문화유산	중에는	상품	생산과	상거래	과정에서,	혹은	그	결과로	발전한	것

도	있다.	비록	자본주의적인	생산	및	유통과는	전혀	다르지만	어쨌든	전통	사회에서도	

시장과	상거래를	위한	생산	활동에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

다.	이	점에서	필자가	이제부터	언급하고자	하는	당진의	줄다리기는	흥미로운	사례다.	

이	문화유산이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이유	중에서도	특히	상업적인	이익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문화관광의	사례들에	대해	상업화되어	변질되었으며	그	결과	더	

이상	진정성이	없다는	비난을	가할	때에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것을	의미한다.	문화

유산을	상업적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행위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	좋은	관행과	좋지	

못한	관행이	있을	뿐이다.

당진	지역의	줄다리기는	1982년	한국	정부에	의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제	당진	시청과	지역	주민들은	이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에	등재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2012년	6월에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함께	다국적	공동등재에	관한	특별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했다.	

필자는	이	협의회에서	선보일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	당진	줄다리기	관련	자료를	검

토하던	중	어느	민속학자가	작성한	보고서에서	흥미로운	구절을	발견했다.	그	글에는	당

진	줄다리기의	기원에	대한	몇	가지	다른	견해가	나와	있었지만	대체로	모두가	이	지역	

줄다리기가	시작된	공식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다.	즉,	이	전통은	오래	전

에	지진과	쓰나미를	일으켜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촌락과	마을을	파괴하여	당진의	지

형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은	지신을	위무하기	위해	탄생했다는	것이었다.	‘줄다리기	축제

기간’	동안	유교	의례와	무속	의례가	함께	치러지는	이유도	이런	기원	때문이라	한다.

특히	필자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생존하거나	사망한	옛	참가자	다수가	확인해준	기

록과	기억	자료였다.	이들의	증언에	의하면,	인근	농촌	마을	주민들이	재료(볏짚)를	대

고	나무로	만든	전통	줄틀을	사용해	실제	밧줄을	제작하는	일을	맡았으며,	밧줄	꼬기	

작업이	끝난	뒤에는	다음	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줄틀을	틀못에	보관했다.	이렇게	다

른	마을	사람들이	밧줄을	만드는	한편,	당진	읍내의	상인들은	쌀이나	돈을	기부했다.	

거대한	밧줄을	꼬는	작업은	한	달	이상이	걸렸다.	완성된	밧줄은	몇	군데	다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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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운반된	후	마지막으로	고개를	넘어	실제	줄다리기	행사가	열리는	최종	목적지로	

옮겨졌다.	커다란	밧줄을	고개	너머로	끌고	가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었으며,	이	지

방의	여러	마을과	촌락에서	수많은	인파가	모여	이	장관을	구경하면서	고갯길로	밧줄

을	끌고	가는	장정들을	응원했다는	이야기들이	전하고	있다.	힘들게	수고하는	이들을	

돕기	위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제공되었고,	사람들은	밧줄을	시합장까지	나른	뒤에	더	

많은	음식을	먹었다.

실제	줄다리기	시합은	순식간에	끝났다.	승자와	패자가	선언되면	몰려있던	군중들

은	서둘러	밧줄	있는	곳으로	달려가	밧줄을	조금씩	잘라서	집으로	가져갔다.	그것을	집

에	걸어두면	제액을	물리치고	집안에	행운과	건강을	가져다	주며	그것을	다린	물을	마

시면	아들을	낳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윗마을이	이기면	풍년이	오고	아랫마을이	이

기면	온	나라가	평화롭다는	말이	있었던	걸로	보아	줄다리기에서	줄을	당기는	이들은	

승패	자체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듯하다.	

그보다	사람들은	다같이	그	시간을	즐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

인다.	당진	주민들에게	있어	멀고	가까운	다른	마을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것은	

그야말로	반가운	일이었음에	분명했다.	당진은	해운업과	상업	분야에서	긴	역사를	가

진	아주	오래된	마을이었다.	여관의	주인이나	식당	주인을	포함한	크고	작은	상인들이	

전체	행사기간	동안	호황을	누렸을	테고,	먼	곳까지	가서	가능한	한	많은	인파를	끌어

와	최대한	크고	성공적인,	기억에	남을만한	축제행사로	만들었을	것이다.

당진	줄다리기는	시작부터	그렇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한국	전통	사회의	상업주

의적	정신	안에서	발전하며	성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전통	사회에서	안전과	평

화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소위	“순수한”	제의나	행사가	아니다.	오히려	당진	지역	상

인들이	사람들을	끌어와	사업을	흥하게	하고	당진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의식적으로	기

획하여	조직한	행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이곳	시정부가	4년에	한	번씩	치르던	이	행사의	빈도를	연	1회

로	늘리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당진	줄다리기가	여행사

들의	일정표에	연례	행사로	자라잡음으로써	당진을	찾는	관광객을	늘리는	데	기여하리

라	본다.	

시	정부가	충청남도의	대학생들과	이	지역에	주둔한	군부대	장병들의	참여를	요청

하고	조직화하는	것	역시	문제될	것이	없다.	관광객들이	직접	줄다리기에	참여하게	만

들	수	있다면	예로부터	내려오던	당진	줄다리기의	정신을	더욱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V. 맺음말

만일	개인,	집단	및	지역	공동체야말로	자기	자신들의	전통을	지속시킬	것인지,	그

리고	자신들의	문화유산을	보호할	것인지의	여부와	이를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

인지를	결정할	주체라면,	이들은	그	과정에	필요한	인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유지하거나	문화유산을	보호하지	않기로	결

정한다면	우리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러

한	결정이	여러	요인과	여건들을	충분히	숙고한	결과라면	그것	또한	현실적이고	민주적

인	결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존중해야만	할	것이다.

개인,	집단	및	지역	공동체가	그들의	문화유산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있어	비상업

적인	방법을	택하든	상품화	및/또는	상업화의	길을	택하든	우리는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도덕적	지원이나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여러	여건과	요소를	고

려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줄	수는	있다.	그러나	상업화되었다고	하여	문화

적	전통이	변질되었다거나	진정성을	잃었다고	함부로	비판하거나	그들의	선택에	영향

을	주기	위해	과도한	압력을	행사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문화는	변하게	마련이므로,	무형문화유산	역시	변화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문

화유산을	보호한다거나	관련	지역	공동체를	지속	및	발전시킨다는	명목으로	우리가	그

들을	대신해	결정을	내리려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저	개인과	집단,	지역	공동체가	

모든	요소를	고려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움으로써	그들	스스로를	존속하고	발

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보탬이	되기를	바랄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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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발표문은	기본적으로	다음	(1)	문화적	역동성이라는	측면에서	위험과	소멸의	의

미와	(2)	문화	보호와	사회발전	계획	간의	연계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화	공동체가	어떤	무형문화유산을	포기하거나	혹은	무형문화유산이	소

멸된다는	것은	단순히	문화	레퍼토리가	피폐화되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

은	때때로	같은	사회	체제	내에서도	일부	사회	구성원들은	바라지만	다른	구성원들에

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명백한	사회	갈등이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

다.	나아가	무형문화유산	특히	위험에	처한	사회	관습과	전통	지식의	보호는	사회	개발	

프로그램,	무엇보다	교육,	가계	소득	증가뿐만	아니라	소수	집단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시행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나의	생각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기반으로	수행했던	직접	관찰과	경

험에서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회의의	시간	및	진행	상의	제약으로	이	자리에서는	간략

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1)				캄파인주립대학	사회인류학과	교수,	브라질	공예연대	‘아르떼솔’	이사회	이사	역임.

개발도상국의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유산 보호 - 전망과 과제

안토니오 아란테1

브라질 캄파인주립대학 사회인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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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다음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무형문화유산을	포함한	모든	사회	관습의	역동적이고	가변적인	속성과	사회	구성

원들이	그	사회	관습에	부여한	의미의	유동성을	동시에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1.			변화할	수	있는	상황이란	무형문화유산협약에	사용된	문구	그대로	“무형문화유

산의	생존에	커다란	위협	혹은	위기”를	의미하는가?

2.			무형문화유산의	보호가	개발도상국이	당면한	최대	문제인	빈곤과	사회적	배제

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전제를	수용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은	

어떤	변수와	한계가	문화유산	보호	개발	프로그램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어느	정

도까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가?	

3.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개발도상국의	무형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처하기	위해	유산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정부	기관	및	비정부	기구들

이	기여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II. 소멸과 문화적 변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변화는	인간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가치관	및	세계관의	변

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모든	것은	변화하며	사라지기	마련이다.	어느	사회에서건	소멸

과	파괴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면,	기존	생활	방식의	생명력이	뿌리내리고	

있는	문화적	레퍼토리의	피폐화를	의미하는	변화와	문화	공동체가	갈망하는	미래에	부합

하고	역사적	발전과	문화적	역동성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변화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	목록을	작성하면	“공동체,	집단	그리고	각	개인들이	자신들의	문화

유산의	일부라고	인식하는”	문화적	요소의	지속성에	위협이	되는	요인들을	가려낼	수	

있으며	적어도	나는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원하는	변화와	바람직하지	않은	

변화에	대해	이	자리에서	제시된	기능적	구분법을	수용한다면	그것은	(1)	사회적	구성

원	가운데	누가	이러한	소멸을	인식하는가	(2)	“위기에	처한”	유산에	어떤	가치를	부여

해야	하는가,	(3)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은	무형문화유산의	미래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문제들에	대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은	생산에	필요

한	물질	자원의	고갈로	인해	그들의	유산의	지속성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전통	지식과	문화적	표현물은	이러한	사회환경적	이유로	위험에	처해	있

다.	또	다른	위험	요소로	자주	지적되는	것이	젊은	세대의	관심	부족이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대중매체와	소셜	네트워크가	내세우는	가치의	강력한	영향을	받아	문화유산	

관습을	지속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좀	더	들여다	보면	전혀	다른	속성의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특정	무형문화유산	관습이	편견과	편협함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적

지	않다는	것이다.	필자는	여러	나라에서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에	관한	워크숍에서	

유산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사례들을	여러	차례	전해들은	바가	있다.	조상	숭배와	관련

한	의례의	연행을	-	때로는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	방해하거나	공공장소에	전시된	

민족적	상징물을	향한	폭력적	반응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였다.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	유산	보유자들은	성공적이라고	생각했던	보호	

활동이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었다.	왜냐하

면	이	활동의	결과로	인해	성별과	연령의	차이에	근거한	위계질서와	세력관계를	약화시

켰기	때문이었다.	브라질	동북부지역의	비정부기구인	아르떼솔(Artesol)이	수행한	최소	

두	건의	프로젝트에서	필자는	극적인	상황에	맞닥뜨렸다.	당시	남편들은	그들의	아내

가	보호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물리적	폭력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	남성

은	실업자이거나	저소득층에	속했기	때문에	아내가	일터에서	성공을	거두거나,	(공동

체	내외에서)	여성의	권리와	대중적	인지도가	신장되고,	무엇보다	경제적	자립을	이루

게	되자	예로부터	가정의	영역에서	남성이	차지했던	우월한	지위가	위협받는다고	생각

했기	때문이다.

장기간에	걸쳐	구체적인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무형문화유산의	소멸이나	포기가	항

상	모든	것이	다	끝났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박물관에	소장된	

문화재들을	원산지에	반환하라는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국가의	재건과	민족과	사회	

집단의	권력	이양	과정에서	전통	관습	및	지식이	빈번하게	부활되거나	재현되고	있다.

그러나	일단	유산의	관습이	일시적일지라도	단절되고	나면,	전통	지식과	기술의	전승

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전통	수공예의	실연과	구전문학,	음악,	무용	등의	연행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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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화적	역량은	상당	부분	실행자들이	직접	몸으로	체득하는	것이다.	이	능력은	유산의	

실행	그	자체를	통해	드러나게	되며,	모방을	통해	습득되고	반복되는	연습과	기술적	지도에	

의해	정제된다.	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은	관습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	관습은	

보통	장인과	도제	간의	도덕적	계약을	내포하며	의식을	통한	입문의	형식을	갖추기도	한다.

전승이란	개인	또는	세대	간의	단순한	정보	전달을	의미하지	않는다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이는	위계질서,	성별과	연령,	재화의	상속,	특권과	권력의	공식적	계승	등

의	사회적	구조와	같은	사회학적	단계	및	절차와	깊은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무형

문화유산의	전승은	문화유산	보유자의	의도와	갈망의	일부로서	역사적으로	생산되고	

변화해온	의미	있는	행위인	것이다.	

같은	이유로,	어떤	무형문화유산	종목이	소멸했다는	것은	어느	한	세대가	누릴	수	

있는	문화적	범위의	축소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부	사회	구성원들은	바라

는	바이지만	다른	구성원들에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명백한	사회	갈등

이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또한	대부분의	현대	사회에서	그렇듯,	계층화되고,	이질

적이거나	분열된	사회	집단	내에서	벌어지는	가치관의	충돌이나	경쟁을	의미할	수도	있

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이	소멸과	위험에	처하게	된	원인뿐만	아니라	동인	

그리고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방해	요소를	함께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유산의	가치	창조와	관련한	문제를	고려할	때,	이	가치는	연행	공동체가	의미

를	부여하고	동시에	지역	및	국제적	보호기구의	인정을	받아야만	하는	이중적	현실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	문화유산화	한다는	것은	특히	상당한	사회적,	문화적	

차이가	있을	경우	관련	당사자들	간의	정치적,	윤리적	문제를	내포한다.	

이는	말하자면,	문화간	대화,	타협	그리고	심심치	않게	생겨나는	오해를	기반으로	

구축된	문화유산화의	담론적	측면에서	볼	때,	정치적	토대와는	상관없이	저간의	핵심

은	선택된	문화적	실체를	문화유산	상품으로	합법화하는	것은	유산	보호기구와	그	기

구들이	대표하는	지배적	집단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공동체,	집단	그리고	개인

들에게	여기에서	파생되는	혜택을	제공한다.

문화유산	보호와	관련해서	주제를	공동체의	참여로	확대하면,	문화유산	종목의	소

멸을	초래하는	조건들을	통제하고	제거하기	위한	개입조치는	연행자들의	동의뿐만	아

니라	그들의	정치적	결정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정치적	결

정은	개입	조치가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유산	

보호를	위한	중장기	계획에	참여하고	새로운	토대	위에서	유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미

래	계획에	이들	문화	관습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행해지는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활동을	논함에	있어

서	내부	갈등이나	긴장관계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전쟁,	대규모	농업	사업	및	인프라	

구축	사업	또는	장기적인	가뭄이나	홍수	같은	것들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많은	주민들

이	오랜	옛날부터	삶의	터전으로	일구어	온	정착지와	영토를	버리고	떠날	수	밖에	없다.	

또한	재화와	노동	수단은	파괴되고	사회성과	결속의	근간을	제공하던	사회	구조가	무

너지게	되며	세대를	거쳐	전승되면서	발전하고	재창조되던	기술과	지식이	무용지물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	공동체의	생활	방식은	아이러니하게도	위협에	직면한	바

로	그	전통에	의지해서	지속된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지속성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강조하는	과업에	보다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III. 문화유산의 보호와 개발

인구의	절대	다수가	직면하고	있는	빈곤과	사회적	배제	문제에	초점을	맞춰	사회	

개발을	분석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의	오류를	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개발”

이란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자원을	점진적,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욕구를	해소하는	것

을	의미한다.	즉,	변화란	지속	가능해야	하며	미래의	관점에서	사회가	스스로를	조직해

내는	방식과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물질적으로나	인류의	존엄성	유지라는	관점

에서도	이로운	방식이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은	물리적,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구축한	지식	및	역량과	관

계가	있다.	무형문화유산은	물질적,	상징적	자원이	누적된	결과이며,	자원을	보유한	사

람은	시장의	영향을	받는	정보	통신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소통이	이루어지

는	세계화된	세상에서	자신의	창작물을	만들어	유산	축적에	기여한다(할	수	있다).	그

러나	세습되는	부로서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하는	방법이	다양화되고	확대되면서	무형

문화유산	보유자들에게	정체성과	연속성을	제공하고	그들	관습의	근거가	되는	심리	사

회적,	상징적	의미가	소모되고	고갈되는	것에	대한	위기	의식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결국,	지속가능성에	대한	요구는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는	이	분야의	모든	정치적	주체

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되었으며,	이러한	조치들이	사회적,	자연적	환경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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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수반되어야	한다.

전통	공예	분야를	보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생산	규모의	증가로	천연자원	원료와	개인	또는	집단이	축적한	소규모	자

본에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생산	단위가	증가하거나	재편되고	하루	업무량이	증가할	

수	있는데,	소규모	공동체들은	이러한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지

나친	상업화는	아무런	특징	없이	밋밋하고	생명	없는	공예품을	양산해	낸다.	공예품의	

상징성은	그	기술의	탁월성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에서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위기	상황에	봉착한	무형문화유산을	강화함

으로써	혜택을	입게	되는	집단의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무형문화

유산	관습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유형의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사회적

으로	규제되고	종종	전문가	및	가족,	또는	소규모	생산자	집단에	한정되어	있다.	그	결과,	

시장	가치의	증가로	인한	혜택은	이들	소규모	주체들의	전유물로	전락하거나	그들에	의

해	통제될	수	있다.	물론,	사회의	노동	분배구조나	공동체	내	네트워크와	집단	간의	관계

에	따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간접적인	수혜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무형문화유산이	문화와	시장	두	영역에서	물질적,	상징적	가치

를	획득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역

효과를	낼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상품은	대량생산되고	표준화된다.	결과적

으로	수공예품,	공연	혹은	어떤	종류가	되었건	사장	판매를	위한	문화유산	상품	생산

과	관련된	중요한	위험	요소는	바로	기계적으로	내용	없는	상품만을	복제하는	것이다.	

전통	무형문화유산은	공격적인	개발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쉽게	영향을	받아	붕괴

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	종목을	파악하고	목록을	작성하

여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한	조건과	한계를	확인해만	한다.	그	조건과	한계를	확인

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의	창조적	잠재성이	발굴될	수	있으며	미래	세대가	활용할	수	

있는	유산을	보존할	수	있다.	

전통	문화는	그	자체로	유연하며,	변화하는	생활	환경에	창의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	남는다.	그러나	전통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

며,	가장	제한적인	요소는	유산의	역사성을	보존하는	것이다.	지역의	구성원들과	연관

기관들은	유산을	발굴하고	문화유산	보호를	목표로	하는	관련	정책을	개발·평가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대	사회의	변화	과정에서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을	소외시킨	국가가	문화정책	

분야에서	공동체	참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중재안을	마련하거나	

중재자를	내세워야	할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나	위험에	처했다고	여기는	문화유

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내부의	

노력	및	외부의	보호	계획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인류학자들이	맡아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다.	바로	외부인들

이	무형문화유산	공동체의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뿐만	아니라	법적,	행정

적	수단을	통해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이	도시화되고	세계화된	외부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

IV. 맺음말

문화유산의	정체성과	범위는	만들어졌다가	무너지고	다시	복원되는	과정을	끊임없

이	반복한다.	이러한	역동적인	과정,	특히	위기와	급속한	사회	변화의	상황	속에서	무

형문화유산	보유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표현물,	즉	만들어진	사물이나	공연된	

연극,	말로	표현된	이야기가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화적	표현물에	사회적	

경험에	뿌리를	둔	유산이라는	가치를	부여하는	보다	추상적인	실체일	것이다.	다시	말

해,	보유자들이	지닌	노하우와	기술,	그리고	미술,	연극,	무용,	음악,	언어	등	문화적	표

현을	해내는	그들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각각의	생산품,	공연된	작품	그리고	그와	같은	결과물에	대한	무형문화유산	보유

자들의	기억	속에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실현해내는	그들의	창의성과	재능이	살아	

숨쉬고	있다.	브라질과	프랑스령	기아나	사이의	국경	지역에	살고	있는	인디언	원주민

(Wajãpi)	사례가	증명하듯이,	어떤	문화유산의	보유자가	된다는	것은	올바르고	창의적

인	방법을	통해	그것을	실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뜻이다.	무형문화유산	전승에

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에서	현재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배양하고	오래	된	것에서	새

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것이다.	전문용어로	표현하자면,	구전과	만들어진	결과물	속에

서	언어와	지식이	영속화되고	지속적으로	재창조된다는	것이다.	무형의	요소야	말로	모

든	문화유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공동체가	직면한	도전과제는	자기결정권,	창작권,	저

작권을	보호하고	유산	전승에	필요한	조건,	지식,	재료(materials)를	보존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	기관	및	민간	협회와	같은	외부	주체들은	인간	및	사회	개발	프로그램에

서	문화의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여	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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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경사회였으나	1960년대	이

후	산업화로	인하여	많은	인구가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는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문화의	영향이	

모든	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러한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서구화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삶이	급격하게	사라지게	되었고	전통적인	삶의	표현으로

써	전통적인	삶에	기반한	전통	예술,	의례	등과	같은	무형문화유산들이	급속하게	사라

지는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에	무형문화재	제도를	도입하여	현대문명에	밀려	사라져가

는	전통	문화	중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지정하여	보존,	전승하고자	하였다.

‘무형문화유산’이란	음악,	무용,	연극,	놀이,	의례,	무예	등과	이들과	관련된	예술과	

공예를	비롯해	음식	등	각종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기술로서	역사적	또는	학술적,	예술

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무형문화

유산은	일정한	형체없이	전승되어	온	예술이나	기술이므로	사람에	의해서	실연될	때에

만	그	모습을	볼	수	있거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을	보존,	전승한다는	것

은	그	예술이나	기술을	전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그	

예술이나	기술을	보유한	사람	중	우수한	사람을	함께	인정하여	해당	무형문화재를	전

무형문화유산의 제도적 보호를 위한 

한국의 경험

임돈희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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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하도록	하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유산의	예능	또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중요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라고	하며	이들을	한국에서는	보통	“인간문화재”라고	부른다.	영

어로	하면	“Living	Human	Treasures”이다.

1960년대에	이	제도를	제정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	무형문화유산	개념의	발전에	있

어서	획기적인	것이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대체로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과거의	건축

물과	고정되어	있거나	눈에	보이는	구조물을	의미하는	것이며	예술성이	뛰어나	보존해

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반면,	무형문화유산은	건축물과	같이	영속성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항상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고정된	대상물을	의미하는	문화유산의	개념

으로	보면	생소한	것이기도	하였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	중에는	한국만의	독특한	민속들이	대다수를	차

지하고	있다.	민속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엘리트	계층의	고급	예술에	비해	열등한	것,	

그리고	다소	유치한	것으로	여겨져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

다.	보존은	커녕	발전의	장애물이기	때문에	타파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는	사람이	많

았다.	그	결과	아무도	민속예술을	배우려	하지	않았고	결국	민속예술은	문화발전	과정

에서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민속은	과거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화,	산업화	그리고	현대화	과정에서	그	생활	현장이	사라지면	같

이	사라지게	마련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무형문화재제도와	같은	인위적인	보존	정책이	

실시되지	않았다면	많은	민속예술	행위가	사라져	갔으리라	믿는다.

1962년	한국	정부는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여	문화재	보호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

하였다.	이	법에	근거한	무형문화재	개별	종목	지정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신청을	하면	정부는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

고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에서는	그	지정조사보

고서를	검토하여	동	문화유산이	역사상,	학술상,	예술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하

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

재로	지정한다.(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청장의	자문기관이지만	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한번도	거부한	적이	없어	실질적인	결정기구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문화재청에

는	7개	분과에	총	80여명의	문화재	위원이	있다.	무형문화재	분과위원회는	13명의	전문

가로	구성되어	있다).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뿐만	아니라	지정된	문화재의	전승을	위하

여	해당	중요무형문화재	원형의	기능적,	예술적	가치를	판단하여	그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	보유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하여	해당	문화재가	전승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극,	의식	등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의	성질상	한	사람이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수의	사람을	단체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한다.

한국	무형문화재제도의	또	하나의	특성은	문화유산을	지정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승하기	위해	제도적	배려를	한다는	것이다.	이	전승체계는	매우	치밀하고	

체계적이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된	인간문화재는	그들이	가진	예능과	기술을	전

승할	후학을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후학의	전수교육의	실시에	따른	보상으

로	인간문화재에게	현재	한국정부에서	월	100-130만원($900-1,100)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타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인간문화재는	이런	공식적인	혜택을	받는	것	외에	그들의	

사회적	지위도	상승하게	된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는	예능인들을	존경보다는	천시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문화재	제도는	예능인들에게	경제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	상승과	개인적	자긍심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무형문화유산 종목의 전승교육체계

(1)	전수생	교육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전수생을	발굴하여	전수교육을	실시

하도록	하고	있다.	전수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은	중요문화재	보유자나	보유단체

가	추천하여	전수	장학생으로	선발된다.	전수	장학생은	국가로부터	소정의	장학

금을	받는다.

(2)	이수자제도

						전수생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	해당	분야의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가	심사하여	그	기능	또는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면	이수자

로	선정된다.

(3)	전수교육조교	

						이수자중에	뛰어난	기량을	가진	사람은	인간문화재를	도와	전수생과	이수자	교

육을	담당한다.	이들	전수교육조교에게도	소정의	국가	지원이	따른다.

따라서	전승체계는	전수생,	이수자,	전수교육조교,	인간문화재,	명예	인간문화재(인

간문화재	중	병환이나	고령으로	전수교육을	담당하지	못할	경우	현역에서	은퇴하여	명

예인간문화재로	대우하며	그	명예를	유지하도록	한다)의	5단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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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종목은	126개에	이르며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보유

자는	185명,	전수교육조교는	299명,	이수자는	4,017명,	전수	장학생은	71명에	이른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소속단체는	매년	1회에	걸쳐	공개	공연을	하도록	함으로

써	그들의	예능이	단절이	되지	않고	전승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전승	활동을	돕기	위하여	전승	공간을	건립하여	제공하기도	한다.	전승	공간은	해당	무

형문화재가	전승되는	지역에	건립함으로써	지역의	문화	전승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

다.		또한	영상,	음반,	도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기록화	작업을	통해	영구	보존하

도록	하고	있다.

지난	50년간에	걸친	노력으로	사라져갈	뻔했던	많은	무형문화유산들이	보존,	전승

되어	왔다.	2003년	여론조사에서도	한국	국민의	83%가	인간문화재제도가	무형문화유

산	보존에	기여한	바	있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어느	제도든지	완벽한	것은	아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분야에서	많은	경험

을	축적해온	지	50여	년이	지난	지금,	무형문화유산	보존과	전승	방안에	대한	새로운	

쟁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몇	가지	쟁점들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문화	특히	무형문화유산을	인위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문화는	흐르는	물과	같아서	항상	변하게	마련이고	그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제	기능을	하지	않는	문화는	사라져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과거

의	문화는	사라져가는	대신에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기	때문에	구태여	인위적으로	사라

져	가는	문화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의	인위적인	보호	및	보존을	주장하는	측은	다른	논리를	제시

하고	있다.	그들은	오늘날	많은	사회에서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는	대부분의	경우	그	민

족,	국가,	종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특히	비서구	사회의	경우	

더욱	그렇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서구	국가에서도	옛날의	전통	문화는	사라져	

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서구	국가와	비서구	국가의	상황은	다르다.	서구	국가에서는	

사라져	가는	전통	문화도	자기	것이고	또	새로이	생성되는	현대	문화도	자기	것이지만	

비서구사회의	경우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는	자기	것이지만	새로이	유입되는	현대	문화

는	서구문화의	것일	경우가	많다.	좋은	예가	전통	음악이다.	한국에서도	대표적인	전통	

음악인	판소리는	60년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외면당하고	대신	서구	음악(예로	서양오

페라나	팝송)이	들어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판소리를	부르는	창자는	초

빙하는	곳이	없어	생계에도	지장을	받는	반면	서구	음악을	하는	사람과		청중의	수는	

급증한	것이다.	만약에	한국	정부의	무형문화유산	정책이	없었더라면	판소리는	사라져	

갔을지도	모른다.	현재	많은	한국	사람들이	판소리보다는	서양	음악을	더	즐겨	듣고	있

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판소리는	우리의	고유	음악이라고	생각하고	팝송이나	

오페라는	서양음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많은	무형문화유산들은	그	집단의	고유한	

문화로서	집단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보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는	무형문화유산은	유형문화유산과	달리	어느	시기에	만들어진	고정된	문

화유산이	아니라	어떤	집단에	의해	계속	향유되고	표현되는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그	

모습은	계속	변화한다.	그런데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한다면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어떻

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	어떤	학자들은	무형문화유산이	지정될	당

시의	모습을	충실하게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	전통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될수록	지정	당시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무형문화유산의	

박제화를	가져온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무형문화유산은	변화하는	사회관계에	

맞추어	연행되어야	하며	현대	청중과	유리된	과거의	모습으로	공연된다면	현대	관객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사회와	유리되어	박제화	된다고	주장한다.

많은	민속예술의	경우,	탈춤을	예로	들자면,	탈춤은	탈을	쓴	연기자들이	지배계급

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춤과	대사로	표현하는	전통	연극이다.	이러한	민속	연극은	청중

의	호응이	없어	급속히	사라져갈	위험에	처해	있었다.	1960년대	당시	이를	무형문화유

산으로	지정하였고	그	연극을	가장	잘	연기하는	사람을	인간문화재로	지정하여	전수

하도록	하였다.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사람들은	충실히	춤과	대사를	지정된	당시의	모

습대로	재현하고	전수하고	있다.	그런데	이	탈춤을	배우고	전수하는	젊은	사람들	특히	

대학생들	가운데서	탈춤의	대사	내용이	너무	과거	지향적이기	때문에	현대	젊은이들

의	호응을	얻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왔다.	따라서	탈춤이	현대인의	공감을	얻기	위

해서는	과거의	지배계급인	양반에	대한	풍자보다는	현재의	정치인이나	재벌에	대한	비

판으로	바꾸고	대사도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해하기	힘든	과거의	언어가	아닌	현대어로	

바꾸어서	전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	당시의	무형문화유산의	모습을	전승시키자는	측의	논리는	박물관에	

전시된	유형문화재는	한	시대의	산물이지만	거기에서	후세	사람들이	영감을	얻는	것

처럼	무형문화재도	한	시대의	산물로	인정하고	거기에서	재창조의	영감을	받을	수	있

다는	주장이다.	우리가	변화를	인정하고	그	변화된	모습을	전승한다면	옛	모습은	결국	

사라져	간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탈춤은	1970년대,	80년대에	대학가에서	

반체제	이념을	주장하는	민중극의	모델이	되었고,	농악은	현재	젊은이들에게	가장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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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을	받는	사물놀이의	모델이	되고	있다.

무형문화재의	지정	당시의	모습을	보존하는	것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문제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급변하는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라도	보존하지	않으면	전통의	

모습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변이다.	변화를	인정하여	현대에	맞게	많은	측

면이	변화한다면	전통의	옛	모습은	사라지므로	보존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하고	반

문하고	있다.

젊은	탈춤	연기자들은	어차피	연극이라는	것이	과거부터도	시대의	상황에	맞게	변

화해	온	만큼	지금도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인정하

지	않는다면	현대	청중들에게	외면받는	죽은	유산이	된다는	논리이다.

그러므로	무형문화유산의	전통적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하여	변화를	허용하지	않

고	과거의	전통을	재현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허용할	것인가	그리고	허용한다면	어

느	정도	까지를	허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학자에	따라	집단에	따라,	그리고	개인에	따라	

견해가	다르다.

세	번째로	제기되는	쟁점은	무형문화유산들	간의	서열화	문제와	다양성의	파괴이

다.	무형문화유산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유사한	변이가	지역적으로	다르게	존재하고	

연희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전승되고	연행된다.	그런데	이	다양한	변이	중	어떤	특정

의	무형문화유산을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또	그	종목의	최고	예능인을	인간

문화재로	지정한다면		지정된	종목과			인간문화재에	의해	표현되는	예술은	전승이	되

지만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나	개인적	변이는	전승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국가의	지정	문화재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인간문화재가	된다는	것	자체가	문화	권력으

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지정된	종목을	배우려는	젊은이들은	많은	반면	그렇지	않은	종목은	후계자를	구하

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단절되기가	쉽다.	보다	다양한	민속예술을	보존시키려면	지정

과	비지정의	관계를	초월하여	다양한	모습의	무형문화유산이	전승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미	언급했듯이	한국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책은	1962년부터	실시되었다.	유네스

코는	2003년	무형문화유산협약을	제정하였고	한국도	협약에	가입하였다.

무형문화유산	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을	한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전해	내려오면서	주

위	환경,	자연,	역사와	상호작용에	의해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유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가시적	결과로	대표목록등재와		사라

져가는	무형문화유산을	위한	긴급보호목록	등재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의	무형문화유산보호제도는	유네스코의	긴급목록에	해당하는	유산을	대상으

로	한	것이	대부분이다.	사라져갈	위기에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인간문화재라는	무형문

화유산	담당자로	하여금	후세에	그	무형문화유산을	전달하게끔	한	제도이다.	50여	년

간의	성과를	보면	사라져갈	뻔	한	많은	무형문화유산이	지금은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

는	분야가	많다.	예로	판소리는	지금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으며	판소리를	

배우려는	젊은이도	많아졌다.	그리고	학교에	판소리를	가르치는	학과도	생겨서	전승에

도	성공한	셈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다.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제도에도	영향을	끼쳤

다.	한국에서는	그	동안	사라져가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책에	중점을	두었으나	앞으

로는	많은	국민들이	향유하고	단절의	위험이	없는	무형문화유산도	보호할	계획을	가지

고	있다.	즉	유네스코의	대표목록에	등재할	유산을	더욱	발굴하고	그에	맞는	보호제도

를		강구하는	중이다.

또한	지정된	당시의	모습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원형유지에	대한	입장도	앞으로는	

변화하는	모습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논

란은	이미	위의	두	번째	쟁점에서	자세히	논한	것처럼	개인에	따라	집단에	따라	그리고	

공동체의	입장에	따라	다	다를	것이고	변화를	어느	만큼	허용할	것인가	하는	담론은	

각자의	위치에서	다르게	전개되리라	본다.

한국의	무형문화유산보호제도는	사라져가는	무형문화유산을	무형문화유산	담당

자	즉	인간문화재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이	마련되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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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프놈펜	비엔티안	워크숍과	여기에서	도출된	헌장은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양

한	배경을	지닌	동남아시아	및	동티모르의	여러	공동체에서	참가한	박물관과	문화유

산분야	지도자들의	주도	하에서	결실을	맺게	되었다.	그	준비	과정에서	후속	작업에	이

르기까지	전체적인	통일성은	전적으로	아시아의	언어적,	문화적	지도에	따라	관리,	감

독되었다.	이는	국제박물관협회(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이하	ICOM)가	아시

아에서	최초로	시도한	주요	계획으로	문화유산	환경이	잘	보존된	선진국이나	부유한	

국가의	사례와	방법이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의	문화	공동체와	집단에서도	꼭	효과가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에서는	이해당사자	혹은	무형문화유산	연행자와	전승자	공동체에	중요성을	부여함으

로써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였다.

1)				아마레쉬와르	갈라,	「동남아시아	박물관,	문화지도,	문화유산관광」,	ICOM&인클루시브박물관연구소,	파리/프

놈펜/비엔티안/코펜하겐,	2011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속가능한 문화관광 
사례연구 : 프놈펜 비엔티안 워크숍 및 헌장

아마레스와르 갈라

국제인클루시브박물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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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M은	박물관	발전에	있어서	지역	리더십을	통한	문화민주주의와	주인의식

을	증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

하	MDGs)를	달성하는	동시에	식민지시대	이후의	진정한	박물관학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사안으로	인식된다.	또한	이는	2005

년	주인의식,	조화,	합일성,	성과,	그리고	상호	의무의	원칙을	다룬	원조	효과성에	대

한	파리	선언(principles	of	Ownership,	Harmonisation,	Alignment,	Results	and	Mutual	

Accountability	of	the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과도	일맥상통한다.

전	과정에	걸쳐	참가자들이	제공한	자료에서	얻은	원본기록은	가급적	잘	보존되었

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번	프놈펜과	비엔티안	워크숍(이하	

PPV	워크숍)기간에	이루어진	모든	활동에	관한	진정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영문	간

행물을	포함하여	전	PPV	워크숍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참가자와	협력자

(facilitator)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점은	매우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다.	PPV	워크숍은	유

형문화유산	보호에	있어	언어적	다양성에	대한	서약을	존중한다.	이는	세계화에	인간

미를	더하고,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을	위협하는	획일화의	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

다고	하더라도	최소화하는	것이다.

스톡홀름	실천계획(Stockholm	Action	Plan,	1998)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하

네스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02)의	성과는	문화

유산	통합	관리(Integrated	Heritage	Management),	더	정확하게는	지속가능한	문화유

산	발전(Sustainable	Heritage	Development)이라는	체제를	마련하는데	있어,	적절한	교

육과	훈련을	통해	문화자원과	공동체	권한	위임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2	

유네스코	국제	표준화	장치들,	특히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2001),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Convention	on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03)	및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2005)은	문화	콘텐츠

의	연속성과	이들	표현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포괄적	접근법의	개발을	요구한다.

핵심과제는	참여	민주주의의	증진과	실천,	그리고	문화유산자원과	인근	지역	공동

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공동체	중심의	문화	발전을	위한	사회	생태주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과	훈련	분야의	국제적인	모범사례가	절실해졌다.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박물학적	및	생태박물학적	접근법이	모델로써	제시된다.	

2)				2012년	6월	리오+20지구정상회담(Rio+20	Earth	Summit)에서	발전	속의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유네스코	역

시	2012년	발전	속의	문화	캠페인을	다시	시작했다.

그러나	공동체의	문화적	가치와	문화유산이라는	포괄적	개념화가	지속가능한	문화유

산	발전의	틀	속에서	유형과	무형,	자연과	문화,	동산과	부동산	문화자원을	통합하는	

것임을	이해하고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것은	불과	최근의	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PPV	워크숍은	2007-2010	ICOM	전략계획과	동남아시아	및	동티모르	지역의	국가	문화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II. 프로젝트와 워크숍의 개념화 

PPV	워크숍은	문화관광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화지도(cultural	

mapping)와	더불어	공동체	기반의	자원	개발과	관련된	일부	주요	사안을	다루었다.	이

번	워크숍의	궁극적인	목표는	박물관이	국내외	관람객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회합의	장소로써	문화유산	자원의	체험적	가치를	극대화하여,	지역경제	발

전,	일자리	창출	및	빈곤	퇴치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접근법에서	가장	필

수적인	요소가	바로	제도적	차원에서는	물론	주요	이해	당사자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인적	자원의	개발이었다.	

시급한	문제들	중	하나는	문화지도	제작에	필요한	기술력이다.	문화지도	제작에	활

용되는	도구,	방법	및	모델은	단순한	측량에서	복잡한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이르기까

지	매우	다양하다.	디지털	기술과	정보	처리,	GIS의	급속한	발전을	고려할	때,	측정	지

역을	목록화하고	공간	정보	형태로	전환하는	일은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하다.	그러나	

데이터를	지도로	제작하는	일은	타당성,	적절성,	소유권,	문화적	다양성과	무형문화유

산에	대한	존중,	정보에	근거한	지지,	전문성	및	공동체	기반의	접근법에	초점을	맞추

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주요	이해	당사자의	기본적인	요구3가	잠재적인	기술적	

부담으로	인해	쉽게	묵살될	수	있다.	박물관은	특히	무형문화유산의	핵심	이해당사자,	

연행자와	전승자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매개체

가	될	수	있다.

동남아시아	박물관과	문화유산자원은	점진적으로	관광개발	분야로	포함되어	가는

데,	이는	해당	지역	국가에서	최우선의	경제적	관심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환경과	문화자원	보호와	개발	간의	갈등,	방문객	증가와	문화재	밀거래	증가에	따른	수

3)				아마레쉬와르	갈라,	「문화유산보존의	첫	번째	목소리(The	First	Voice	in	Heritage	Conservation)」,	『무형유산	3집』,	

2008년	6월,	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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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와	그	영향	등	새로운	난제들을	야기했다.	문화유산	자원이	상품	개발을	위한	콘텐

츠를	제공하지만	이러한	제품의	홍보와	판매를	용이하게	하는	것은	관광이다.	세계	최

대	성장	산업인	관광은	무형문화유산과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강화하며	새천년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체	발전을	준비함과	

동시에	문화유산	자원	보호의	중요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표와	가능성을	함께	제시

할	수	있다.

프놈펜과	다양한	인근	공동체의	문화지도	제작	사업이	이번	워크숍의	출발	배경이

었다.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이	그	중심이	되었다.	이	박물관은	캄보디아	왕궁을	제외하

고		유일하게	수도	프놈펜과	그	주변	지역에	관심이	있는	방문객	대다수의	눈에	띄는	

장소이다.	그러나	이	인근	지역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적용	가능한	문화적	유산	명소

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더군다나,	캄보디아	당국은	캄보디아	남부	역시	관광지로	개

발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기에	이르렀다.	현재까지는	앙코르	와트를	중심으로	한	시엠립

(Siem	Reap)이	주력	사업이었다.	그에	따라,	PPV	워크숍의	첫	번째	장소는	프놈펜이	되

었다.	2001년	4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동남아시아	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ICOM	워크숍

에서,	라오스	대표단은	도시와	지방	박물관	및	유산	보유	지역	에서	실무	워크숍을	포

함한	동남아시아	박물관과	문화관광에	관한	워크숍	개최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따

라서	PPV	워크숍의	두	번째	파트는	비엔티안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2001년	4월	ICOM	지역	워크숍에	참석한	동남아시아	국가의	90여명의	대표자들이	

하	롱	베이를	방문하여		하	롱	생태박물관(Ha	Long	Ecomuseum)에	대해	알게	되면서	

이번	PPV	워크숍	개최에	대한	아이디어가	싹트기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하	롱	베이	세

계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1,	제2,	제3의	이해	당사자들을	아우르기	위해	공

동체에	기반한	문화지도	이용과	보존과	개발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써	하	롱	생태박물관의	유용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개발은	하	

롱	생태박물관	프로젝트의	불이성(non-duality)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	프로젝트에서	

보존이냐	혹은	개발이냐라는	이원론적	논쟁에	대한	통합적	접근법은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다.	참가자들은	또한	관광산업의	급성장으로	훼손되기	쉬운	환경의	보존

문제와	쾅닌지방의	하	롱	베이와	내륙지역의	무형문화유산과	문화적	다양성	보호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III. 개발 속의 문화 

개발	과정에서	문화를	심도	깊게	이해하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생태박물관	방법론

을	세	가지	다른	환경	영역에	적용해보았다.	생태박물관	지역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구

역이다.	해당	지역	거주자들은	자신들의	문화유산의	보호자인	동시에	유형·무형	유산

을	보존하는	큐레이터	역할을	수행한다.	하	롱	생태박물관은	해양	환경에	위치한다.	호

이	안(Hoi	An)	생태박물관은	투	본	강과	참	아일랜드	생물권	보전지역에	위치한	세계

유산	호이	안	고대	도시와	지역	주민을	아우르기	위한	지역	통합	계획	체제이다.	다즐

링	히말라야	철도는	종곡을	가로지르며	모든	유산적	가치를	하나로	아우르면서	해당	

지역을	인도에서	가장	다문화적인	지역	중	하나로	만들어낸다.	해양,	강과	산악	지역이

라는	세	가지	환경에서,	총체적	보존	윤리	규범으로	알려진	생태박물관	방법론을	적용

하여,	주요	이해	당사자	집단과	그들의	문화유산을	하나로	결합시켰다.	세계유산목록

에	등재된	이들	세가지	유산에	대한	사례연구	내용은	PPV	워크숍의	자료로	사용되었다.

하	롱	생태박물관은	2007년	생태박물관으로는	세계	최초로	국립	박물관이	되었으

며	현재	측정	가능한	문화적	지표를	통해	빈곤퇴치를	위한	MDGs에	근거한	공동체	기

반의	몇	몇	프로젝트를	실행한다.	꾸아반	세계	유산	지구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수상	

어촌	마을에	위치한	수상	박물관과	문화센터(Cua	Van	Floating	Museum	and	Cultural	

Centre)는	바다	위에서	생활하는	주민의	현지	지식체계에	기초한	간접적	환경	관리법을	

활용한다.	또한	집단	기억의	전시관으로,	현지	주민의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한다.	여기

서	무형문화유산이란	오래된	과거와	최근의	기억,	겹겹이	쌓인	문화유산	가치와	의미

를	말한다.	백여	년에	걸친	전쟁과	기아와의	투쟁을	종식하기도	한다.	하	롱	생태박물

관은	공동체	문화유산	가치와	세계	문화유산	가치를	이해하고,	통합하며	증진하기	위

한		첫	번째	하	롱	생태박물관	발전	프로젝트로	어린이들을	위해	인근	수상학교에	교

과과정을	제공하였다.	수상	어촌	공통체라는	장소성과	정체성의	인식은	역동적이며,	이

제	육지에	기반을	둔	공동체와	동일한	존엄성과	존중을	요구한다.	

호이	안	생태박물관은	탄하(Thanh	Ha),	김봉(Kim	Bong),	방니(Vang	Ngi),	캄안

(Cam	Anh),	트란	퀴(Tran	Qui)	등	문화유산	마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MDGs

도	함께		다룬다.	이들	마을의	주민들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호이	안	고대	도시를	

건설하고	유지했다.	이제	세계의	관심은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

된	참	아일랜드	해양	보호지역(Cham	Island	Marine	Protected	Area)에	집중되고	있다.	

과거	파이포(faifo)	또는	아므라바티(Amravati)라	불린	호이	안	지역은	역사적으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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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	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다.	호이	안	생태박물관은	장소성과	지역	주민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확실한	수단으로	문화를	이용하여	주요	이

해	당사자	공동체의	생계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급성장하는	관광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다양한	시범	프로젝트와	세제조치를	통해	호이	안	

지역의	늘어나는	부를	분배하여	빈곤과	결핍을	퇴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베트남	생태박물관은	2001년	새롭게	제정된	국가문화유산법의	도입으로	가능하

게	되었다.	최근	해당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무형문화유산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었

다.	지난	10년	동안	개최된	수십	차례의	워크숍	특히	식민주의적	사고를	영속화하는	

과거의	유산을	검토하기	위한	집중	컨퍼런스	및	기타	회의들은	박물관과	호기심의	방

(curiosity	cabinet)을	화석화하였다.	베트남은	수십	년	간의	고립을	종식시키는	개혁개

방정책	도이	모이(Doi	Moi)를	실시하면서	중대한	학습과정의	전환을	필요로	하였다.	심

지어	전직	미국	조종사도	봉사자로서	호치민시의	전쟁박물관을	찾게	된다.	이제	조종

사들은	비행일지와	기록사진을	가져오고,	전시중인	비행기와	헬기에	대해	설명한다.	재

외	베트남인들은	베트남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지역적,	

세계적	맥락에서	무엇이	베트남적인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과거와	화해

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새롭게	형성된	문화유산	인식

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세계문화유산	다즐링	히말라야	철도는	의도적으로	하	롱	생태박물관	방법론을	도

입하여	주요	이해당사자	공동체가		철도	유산	보호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모

색했다.	이는	철도	건설에	참여했던	원주민의	후손,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지역	주민,	

카스트제도에	의거한	관리계층과	차농장을	중심으로	하는	운영계층	모두를	아우른다.	

식민지	시대에	영국인을	위해	건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	근로자들은	인도의	독

립	이후에야	처음으로	봉급을	받았다.	해당	지역이	영국에	양도되었던	식민지	기간	동

안,	토착민인	렙차인들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현재	렙차인들은	인구의	1

퍼센트	미만을	차지하며,	이는	전세계에	걸친	수많은	토착민에게는	매우	익숙한	식민주

의	시대의	이야기이다.	현지	주민을	위한	자치권	확대를	요구했던	민중	투쟁의	결과	성

립된	다즐링	고르카	힐	위원회(Darjeeling	Gorkha	Hill	Council)는	인도철도회사와	함께	

다즐링	히말라야	철도를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생태박

물관	방법론은	철도	근로자	및	역무원,	차농장의	노동자와	소유주,	수도원과	선교교육

기관	및	불교사원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를	연대하는데	적용되었다.	선로를	따라	위치

한	다즐링	히말라야	철도	기차역이	현장	박물관으로	탈바꿈했다.	이들	역들은	해발	60

미터의	뉴잘패구리에서	해발	2,530미터에	위치한	굼과	다즐링	힐	역에	이르기까지	다

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생태박물관학은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발전의	핵심	수단이다.	다즐링	히말라야	철

도와	다즐링	계곡을	변화시키는데	베트남의	사례를	적용한	경우에서	보듯이	생태박물

관학은	매우	고무적인	방법론이다.	방법론으로써	생태박물관은	지역민의	문화유산과	

그들의	우선적	요구를	보호활동에	포함시키고	유산을	변화시키고	활용하는	일에	현지

민을	최우선으로	고려함으로써	세계화와	지역화	사이에	발생하는	긴장을	완화하는	중

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생태박물관은	식민주의	시대의	유물을	다룬다.	생태박물

관은	치유를	위한	공간으로써	문화유산의	건재와	안녕을	도모한다.	생태박물관	방법

론에	있어	문화지도와	문화계획은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다.

문화지도

•			문화지도는	주요	이해	당사자로서	공동체의	관심을	포함하며,	지역문화와	유산	

자원을	확인하고	기록한다.

•			문화지도는	지역의	통합	계획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하고	실행함으로써	효과적인	

인간중심	공동체	개발을	촉진한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장품,	유적,	회랑,	예술품과	공예품,	고유한	지형지물	및	

자연풍경	및	현지	산업과	같은	유형문화요소와	음성,	가치,	전통,	기억,	민중	생

활,	축제,	특별	행사	및	방치된	공동체	역사	등	무형문화요소들을	기록한다.

•			문화지도는	공동체가	선택한	집단적인	공동체	기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			이해를	같이하는	공동체를	유일무이하게	만드는	문화유산종목을	조사한	다음,	

이러한	종목을	기록,	보호,	증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나	프로

젝트에	착수하는	전과정을	문화지도에	포함한다.

문화계획

•			문화지도	프로젝트	결과에	기초한	문화계획은	채용전략과	관광개발을	공지하고,	역

사적	유적지,	문화경관,	가두풍경	또는	소장품을	복원하며,	문화의	중심이자	축제

와	특별행사의	협력자로서	박물관을	설립함으로써	문화	체험과	상품을	확대한다.

•			문화유산	통합	관리	방법에	따라	추진되는	문화계획과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발



244 • 245국제회의 보고서 Chapter Ⅲ

전에	대한	참여함으로써	박물관은	무형문화유산과	지역	콘텐츠,	표현의	문화	

다양성을	동시에	보호하는	시민	공간으로	자리매김한다.

•			문화	계획은	후기	식민지	사회에서	문화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이는	공동체에	기반을	둔	통합	계획과	지속가능한	경제적,	문화적	발전의		핵심

적	요소이다.	캄보디아와	라오스와	같은	국가에서	지역	공동체의	경제력을	강화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됨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IV. PPV 워크숍의 촉진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PPV	워크숍	프로그램의	목적은	동남아시아	국가의	박물관	

직원들이	효과적으로	문화지도	제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해당	지역

에서	문화유산과	관광	산업	사이의	전략적	연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있

다.	각	국	참가자들은	먼저	자국의	수도에	모여	PPV	워크숍의	개요와	요건에	대해	토론

했다.	참가자들은	일부	토론	보고서를	모국어로	작성한	다음,	국제공용어인	영어로	번

역했다.	해당	자료는	PPV	워크숍	개최	2주	전에	모든	참가자들에게	배포되었다.	이	과

정을	통해	모든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사례연구를	PPV	워크숍에	포함시키고	다

양한	주제로	다각적인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프놈펜	비엔티안	헌장의	초안	작성에	

영향을	미쳤다.	해당	보고서들은		회보의	상당히	중요한	일부로서	재발행된다.

캄보디아에서 열린 PPV 워크숍 파트 i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문화지도와	문화계획의	실무적	정의,	범위	및	가치를	수립하고,	모든	다양성	안

에	유형	및	무형	문화유산	자원을	포괄한다.	

•			ICOM의	문화	다양성	정책을	참고하여	워크숍의	틀	안에서	ICOM	라파스	권

고안(ICOM	La	Paz	Recommendations),	WTO	헌장,	츠와니	선언(Tshwane	

Declaration)	및	기타	국내외	헌장에	대해	토론한다.	

•			캄보디아	국립박물관을	협력자로	하여	프놈펜	인근의	선택된	지역에	대한	문화

지도	제작을	수행하기	위한	접근법을	개발한다.	

•			최상의	보존과	경제적,	공동체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역량강화	워크숍의	접근

법을	활용한다.	

라오스에서 열린 PPV 워크숍 파트 ii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동남아시아의	문화유산	관광의	현황을	반영하고	검토한다.

•			동남아시아	각	국에서	최소	하나	이상의	사례	연구를	소개하고	토론한다.	참가

자들에게	사전에	상세한	사례연구자료를		제공한다.

•	표준양식문서를	통해	시범사례	개발을	위한	주제별	소규모	워크숍을	실시한다.

•	참가자들을	위한	훈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워크숍의	틀	안에서	ICOM	문화적	다양성	정책의	개정안에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	문화		다양성과	문화관광에	대한	지역	헌장의	초안을	마련한다.

PPV 워크숍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			업무수행	기준	틀	:	참가자들이	각자의	박물관과	주변	공동체	속에서	문화지도

제작	실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준	마련

•			권한	:	공동체와	박물관	분야	종사자	모두에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참여	민주

주의와	문화	다양성	원칙	증진	

•	역량강화	:	문화지도	워크숍	참가자들을	위한	전문	능력	개발	및	훈련	

•			지식공유	:		문화간	대화를	통한	문화관광	촉진을	위해	50개	이상의	사례연구와	

효과적인	지역네트워킹	소개	

•			모범사례	:	미래의	문화유산과	관광산업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기준	틀	또는	헌장	

PPV	워크숍은	ICOM	캄보디아	의장의	대리인	쿤	사먼(Kun	Samen)과	하브	터치(Hab	

Touch),	ICOM	라오스	의장	통사	사야봉캄디(Thongsa	Sayavongkhamdy)와	ICOM	부위

원장이며	ICOM	교차문화	태스크포스	의장인	아마레쉬와르	갈라가	PPV	워크숍	디렉

터를	맡아	공동으로	개최되었다.	주최자들은	다른	동남아시아와	동티모르	국가	대표자

의	지지를	기반으로	PPV	워크숍의	기획	진행	인력으로	활동하였다.	PPV	워크숍은	2006

년	7월	29일	에서	8월	8일에	걸쳐	캄보디아	프놈펜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진행되었다.

동남아시아와	동티모르	국가들에서	약	60명이	참석하였으며,	이들은	특히	문화/

유산	관광	분야는	물론	지역사회	연계	활동과	박물관	콘텐츠	개발	담당자로	구성되었

다.	지역	역량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수	많은	라오스와	캄보디아	대표들이	PPV	워크숍

에	참석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인류와	유산을	하나로(Brining	people	and	their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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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ether)’라는	강력하고	종합적인	보존	윤리규범을	주창하는	‘국제간	역량강화	워크숍’

으로	조직되었다.	‘동남아시아의	박물관,	문화지도,	문화	다양성	및	문화관광’이라는	표

제가	붙은	PPV	워크숍은	특히	MDGs와	관련된	많은	다양한	주제를	포함시켰다.	

주최측은	참가자들에게	정보공유를	위한	자료,	예를	들면	관련	문화유산	보존	활

동	자료,	문화관광	콘텐츠,	무형문화유산	종목에	관한	자료,	지역	문화유산	자원	보호

에	있어	젊은	세대의	역할과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자료	등을	사전에	개발된	양식에	

맞추어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PPV	워크숍이	협력학습과정에서	참가자들이	

가장	적절한	자료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다.	

참가자들은	문화지도제작과	지역의	요구에	대응하는	능력과	문화지도제작에	필요

한	소통기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소통기법은	콘텐츠를	전달하고	즉각적인	학습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참가자들이	자신의	박물관에서	트레이너이자	지역프로젝트	코디

네이터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PPV의	마

지막	세션에서는,	참가자와	교육	협력자의	평가,	참가자의	박물관	안에서	문화지도제작

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	제안서	작성,	자원의	적절한	유기적	통합	또는	경험공유,	지속적

인	문화유산	보존과	봉사활동	개발을	위한	네트워킹	접근법의	장려에	초점을	맞추었다.	

참가자들은	유기적	맥락에서	자신들의	박물관과	인근	공동체에서	실행할	수	있는	

지도제작	연습과	지역성에	기초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본개념설계도를	개발할	수	있었

다.	2주간의	워크숍	시작	초기,	협동학습에	있어	모두가	교사이며	트레이너라는	점에	

대한	이해와	합의를	바탕으로	PPV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워크숍은	다음과	같은	지침이	

필요했으며	모든	참가자들에게	이를	설명하였다.

•			워크숍을	개별	참가자들의	모임에서	공통의	목표와	동기를	가진	학습자	협력체

로	전환한다.

•			자기	동기	부여	등	자발적	학습	참여와		자신의	학습성과에	대한	책임감을	장려한다.

•			소규모	팀	내의	다른	참가자들과	협력하여	독자적인	진로와	기술	그리고	학습	

속도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과	자부심을	육성한다.

•			문화적	다양성과	다양한	의견과	태도에	대한	존중을	배양하여,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작업한다.

•			참가자	집단의	교차문화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규모	집단의	참가자

들은	PPV	워크숍	전반은	물론	일별		세션에서	다른	그룹의	업무를	보완하여	공

동	훈련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참가자들은	주제별	PPV	워크숍을	통해	지식과	역량을	축적하고	최종	기준설정	

헌장	작성	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

참가자들은	6개	그룹으로	나뉘었으며,	각	그룹에는	협력자로	선정된	경험이	풍부한	

박물관	전문가가	포함되었다.	참가자들	간의	더욱	폭넓은	상호교류,	네트워킹,	그리고	

문화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주	동안	그룹의	구성원을	교체하였다.

캄보디아에서	열린	전반기	PPV	워크숍	기간	동안	연구방문을	위해	다음	문화유산	

지역에	대한	관련	문서가	제공되었다.

1.			유똥(Uddong)	지역	:	국도	5번을	따라	프놈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캄퐁스

프(Kompong	Speu)	지방의	산악지역에	위치한	역사적	유적지로	16~17세기	캄보

디아의	고대	수도였던	곳이다.	왕실에	속했던	사리탑이	몇	개	남아	있는데,	사리

탑의	상륜부는	벽돌로	만들어졌다.	이	유적지의	완충	지역에는	중요한	무형문화

유산	가치가	있는	청동	주물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공동체가	존속하고	있다.

2.			앙코르	보레이(Angkor	Borei)	지역	:	국도	5번을	따라가면	프놈펜	남쪽으로	약	

140km	떨어진	타케오(Takeo)	지역의	역사적	유적지로,	첸라(Chen-La)	왕조의	마

지막	수도로	추정된다.	두	개의	주요	사원	이외에도	몇몇	사원들이	위치하는데,	

그	중에는	캄보디아	최초의	사원도		포함된다.	이곳	유적지에서	출토된	물질문화

를	보호하기	위해	앙코르	보레이	박물관이	설립되었다.	이	지역	공동체의	주요	

무형문화유산	자원으로	직조기술이	있다.	

3.			프렉	창크란(Prek	Changkran)	:	국도	1번을	타고	프놈펜	동쪽으로	약	120km	떨

어진	프레이-빙(Prey-Ving)	지방에	자리한다.	지역	주민이	다양한	견직물을	생산

하여	국내외	관광객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	특별	지역이다.	무형문화유산과	

문화관광을	위한	문화유산	허브로	이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립박물관과	지

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4.			프렉	통(Prek	Thong)	:	강을	사이에	두고	수도와	아주	근접해	있는	칸달(Kandal)	

지역에	위치한다.	직조	전통을	가진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국립	박물관이	열심

히	홍보하고	있다.	

후반기PPV	워크숍은	라오스에서	개최되었다.	PPV	워크숍은	광의의	문화관광	또는	

소위	생태관광과는	다른	문화유산	관광에	초점을	맞추었다.	문화유산	관광은	재생	불

가능한	문화유산	자원의	보존	및	보호,	개발	그리고	진흥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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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V	워크숍에서	다룬	주제는	다음과	같다.	

•	책임	있는	문화유산	관광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

•	동남아시아	국가의	정책	위상

•	동남아시아의	문화유산과	관광	산업의	위상

•	문화유산	관광에서	부각되고	있는	핵심	사안

•	기회	및	창의적	발전

•	문화유산	관광의	사례연구

•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역량	강화

•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력	마케팅

•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문화유산	산업

•	빈곤	퇴치와	지역	경제	발전에	있어	박물관	역할

•	동남아시아의	중요	문화유산	자원의	관광개발을	위한	기준	설정

라오스에서	열린	PPV	워크숍	두	번째	파트	동안	진행되었던	연구방문	지역으로는	다음

의	문화유산	지역이	고려	대상이	되었다.

•			비엔티안은	라오스의	수도로	비옥한	충적	평야를	가로지르는	메콩강이	굽이치

는	곳에	위치하며	정부기관이	자리잡고	있다.	파란만장했던	과거에도	불구하고,	

비엔티안(현지인들은	‘위엥찬’으로	발음)은	평온한	도시로,	수	많은	흥미로운	불

교사원과	생동감	넘치는	시장이	있다.

•			라오스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기념물은	파탓	루앙(위대한	성스러운	스투파)으로	

불교와	라오스의	자주권을	상징한다.

•			그	밖의	흥미로운	명소로는	과거	왕실	사원이었으며	현재	박물관으로	사용되는	

왓	프라	캐우(Wat	Phra	Kaew)와	비엔티안에서	가장	오랜	된	사원인	왓	시사켓

(Wat	Si	Saket)이	있다.	씨앙	쿠안(Xieng	Khuan)은	흥미로운	불교와	힌두교	조각

상들이	모여	있으며,	비엔타안에서	남쪽으로	24km	떨어진	목초지에	위치한다.

V. 헌장의 초안 마련 

PPV	워크숍	참가자들에게	1970,	2001,	2003	및	2005년	유네스코협약	각각의	복사

본과	ICOM의	모든	관련	헌장,	ICOM	윤리강령,	ICOM	문화	다양성	정책,	ICOMOS와	

세계	관광기구(World	Tourism	Organization)	헌장,	남아프리카	공화국	츠와니	선언,	기

타	관련	국가	및	지역	문서를	제공했다.	동남아시아	및	동티모르에서	참가한	풍부한	경

험을	갖춘	박물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주라는	시간을	투입한	워크숍을	통해	반드시	

의미	있고	유용한	문서를	도출해내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	해당	문서는	문화유산	관

광	개발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헌장	초안	작성을	위한	실무진으로	권한을	위임	받은	팀은	인도네시아	문화관광국		

박물관	관장	인탄	마르디아난	N.M.	흄(Intan	Mardiana	N.M.	Hum)	박사와	라오스	정보

문화부	박물관	및	고고학국의	DG	DMA	통사	사야봉캄디(Thongsa	Sayavongkhamdy)	

박사와	미얀마	문화부	고고학국	국장	유	쪼	윈(U	Kyaw	Win),	문화예술	국가위원회	박

물관	국가위원회	위원장	엥겔	P.	바우티스타(Angel	P.	Bautista)	4인으로	구성되었다.

실무진은	PPV	워크숍의	프놈펜과	비엔티안	세션	내내	해당	초안을	검토하였으며	

2006년	8월	7일	페막식	만찬에서	라오스		문화부	장관과	모든	대표자들이	지켜보는	가

운데		프놈펜	비엔티안	헌장이	채택되었다.

VI. 결론 

프놈펜	비엔티안	워크숍은	동남아시아	및	동티모르의	문화적	다양성과	문화유산

의	다양성	보호를	위한	시민의	공간이자	추진력으로써	박물관을	자리매김하겠다는	야

심	찬	목표	아래	기획,	실행되었다.	2주간에	걸쳐	열린	워크숍은	최초로	박물관	관장,	

큐레이터,	정책	담당관	및	문화유산	공동체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최대규모의	프

로그램이었다.	PPV	워크숍은	매우	실용적이었으며	현장에	토대를	둔	협력학습과	워크

숍과	총회	기간	내내	제기된	개념상	의구심을	하나로	결합한	것이었다.	모든	이해	당사

자,	특히	주요	이해당사자	공동체와의	필요한	윤리적	연계를	통해	지역	네트워킹과	향

후	박물관의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강력한	공감대가	참가자들	간에	형성되었

다.	관광산업의	급성장은	기회인	동시에	위협이	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성장하는	관

광산업이	제공하는	기회는	극대화하고	문화유산	자원과	문화	공동체에	대한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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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이나	위협은	최소화하는	것이야	말로	모든	참가자가	추구하는	목표이다.	이러한	

원대한	목표는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발전에	있어	주체이자	주도자인	박물관의	제도적	

역량	강화를	필요로	한다.	이것이	바로	첨부된	프놈펜	비엔티안	헌장	작성과	채택	뒤에	

숨은	정신이다.	

문화다양성과 문화유산 관광에 관한 프놈펜-비엔티안 헌장
동남아시아 박물관, 문화지도, 문화유산 관광에 관한 워크숍 

‘인류와 문화유산을 하나로’

2006년7월 30일~8월 8일 캄보디아 프놈펜과 라오스 비엔티안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

국,	베트남,	동티모르의	60명의	대표들은	‘인류와	문화유산을	하나로(Brining	People	

and	their	Heritage	Together)’라는	제목으로	열린	ICOM	국가간	지역	워크숍에서	사례연

구,	워크숍	및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연구방문에	참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

을	권장한다.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발전의 맥락에서, 박물관은 시민 공간으로서 다음의 역

할을 수행한다.

•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화의	혜택은	극대화하고,	이해당사자	공동체에	미치는	부

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한다.

•			발전	과정에서	문화의	위치를	확인하고,	아세안	회원국들이	문화유산에	관한	

아세안	선언(ASEAN	Declaration	on	Cultural	Heritage)에서	최우선	과제로	지지

하였듯이	동남아시아의	책임	있는	문화유산	관광을	보장한다.

•			유형과	무형,	동산과	부동산,	천연과	문화,	창조성과	공동체	등	문화유산	자원의	

체계적인	문화지도	제작을		위한	적절한	방법론을	개발하며	인클루시브박물관	

증진에	대한	ICOM의	서약에	따라	최우선	과제로	인정된	인류의	풍부한	문화	다

양성에	초점을	맞춘다.

•			2001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과	2005년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

약(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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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당사자의 참여

•			문화유산	자원과	인근	공동체를	결합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문

화유산	관광을	통해	문화유산	자원의	완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빈곤	

완화에	기여할	공동체에	기반을	둔	개발을	활성화한다.

•			공동체와		이해당사자에	대한	폭넓은	이익분석을	실시하여	프로그램과	프로젝

트의	실행이	주요	이해	당사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

다.	

•			ICOM	윤리강령의	규제를	받는	윤리적	개발의	실천을	촉진한다.	

•			방문객에게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려주고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여	이들이	

중개상에게	착취당하거나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고	개발활동에	참여할	수	있

도록	문화	자원에	대한	양질의	해석을	제공하는	공인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민요구의	다양한	관점과	중요성을	전달한다.		

문화적 다양성

•			인종,	민족성,	피부색,	성별,	나이,	신분,	경제적	지위,	종교,	언어,	성적	취향,	지

역	정체성을	고려한	동남아시아의	풍요로운	문화적	다양성을	확인함으로써	문

화지도와	문화유산	관광	개발의	모든	측면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한다.

•			성인지적	관점을	접목시켜	박물관과	문화유산	관광	개발이라는	전체적인	영역

에서	여성	문화유산의	대표성을	다룬다.	

•			종교를	초월한	대화와	교차문화적	교육을	위한	세속적	공간으로	박물관을	장려

하여,	평화롭고	조화로운	문화를	조성한다.

•			연구,	해석,	관리를	위한	자원인	동시에	동남아시아	고유의	문화적	인식,	표현	및	

전통을	반영하는	언어의	다양성과	언어적	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장애인이	문화유산과	관광	분야에서	직원,	자원봉사자,	관람객으로	손쉽게	참

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을	모색한다.

문화지도

•			효과적인	인간	중심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지역	통합	계획에	따라,	이해당사자	

공동체가	지역	문화유산	자원을	파악하고	기록하는	과정으로써	문화지도를	추

구한다.	유ㆍ무형	문화유산	자원을	통합하기	위한	기록화와	표준화된	목록작성	

체계	수립의	중요성을	고려한다.	이를	위해	지방,	주,	지역	차원에서	상당한	문화

적	다양성을	인식하고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동남아시아의	국가적,	지역적	차

원에서	핵심	단어와	주요한	용어의	시소러스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			채용전략과	관광개발	정보를	제공하는		문화지도제작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한	문화계획을	추진하여,	양질의	문화	체험과	상품을	통해	축제	및	특

별	행사의	문화	중심이자	협력자로서	박물관을	발전시킨다.

•			문화지도를	통합계획과	지속가능한	경제·문화	발전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인식

하며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데	중요한	수단을	제시한다.	또한	후

기	식민지	사회에서	문화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확인한다.	

•			문화지도	작성의	테두리	안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박물관을	학교와	성

인학습센터와	같은	교육기관과	더불어	참여적	교육	체계에	끌어들이고,	교사를	

위한	모듈식	교육자료를	개발한다.

문화유산 관광

•			관광산업	분야에서	문화유산	자원	활용을	책임지고	있는	박물관과	민간분야	

사이의	생산적인	협력관계를	추구하며,	지역	전문가,	자원	및	기회의	이용을	극

대화한다.

•			관광소득으로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관광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문화유산	

보존,	발전,	유지관리,	해석,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급성장하는	관광산업에	맞서	해당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공인제도	및	박물관	증명서	제도를	도입하여	해설자,	교육전문

가,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를	최우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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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와 유산을 하나로’ 라는 제목으로 열린 ICOM 국가간 지역 워크숍의 참

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구상한다.

•			2007년	모임을	위해	동남아시아	박물관	연합회(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Museums)와	연계한	ICOM	동남아시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다.

•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박물관	및	문화유산	발전을	위해	국제최고위교육센터

(International	Training	Centre	of	Excellence)를	설립한다.

•			동남아시아의	박물관을	통한	문화적	다양성과	책임	있는	문화유산관광을	추진

하기	위한	옹호	캠페인을	시작한다.

인탄 마르디아난

ICOM 인도네시아 

위원장

혼. 반 몰리반

ICOM 캄보디아 

위원장 

아마레쉬와르 갈리

ICOM 부위원장

ICMO 교차문화 

태스크포스 의장

통사 사야봉캄디

ICOM 라오스 

위원장

2006년	8월	7일

동남아시아 박물관, 문화지도 및 문화유산관광

참가자 명단

브루나이

카림	빈	펜기란	오스만	박사		:		부루아니	박물관국	고고학	큐레이터	

푸다르노	빈친	:	말레이시아	기술	박물관	운영자	겸	민속지학	큐레이터	

하나피	하지	마이딘	:	박물관국	고고학과	

캄보디아

쿤	사멘	:	캄보디아	국립박물관	관장	

포름	레반트	:	문화미술부	차관보	고고학자	

덱	사린	:	문화국	국장	

하브	터치	:	캄보디아	국립박물관	부관장	

림	트라이	:	문화유산국	

항	소완	:	문화국	과장

체이	삼사반	:	유산국	부국장

		체이	소페아라	:	캄보디아	국립	박물관	부관장/투올슬렝	대량학살	박물관(Tuol	

Sleng	Genocide	Museum)	관장	

수오스	소다비	:	문화미술부		예술공예국	조형예술	부국장	

침	소티	:	조형예술국	과장	

꽁	보린	:	문화미술부,	유산국	부국장	

케르야	차우	:	APSARA	앙코르	관광개발국,	국장	

동티모르

마누엘	스미스	:	교육문화부	문화박물관과	과장

인도네시아

Dra.	인탄	마르디아나	N.M.	흄	:	문화관광국		박물관	관장	

KP.	사뮤엘	J.	하료노	박사	:	울렌	센투루	재단	이사장

트리강가	:	문화관광국	자카르타국립박물관,	등재기록부	부장	

유누스	아르비	:	자카르타국립박물관

레오다두스	나하크	:	동부	누사	떵가리	지역	박물관,	교육출판부	부장

		드조코	누그르호	위칵소노	:	중앙	자바	박물관	‘Ronggowarsito’	공공서비스출판부	

부장	

Krt.	토마스	하르요나고로	:	울렌	센투루	예술문화박물관	관장/CEO	

라오스

비엥케오	소욱사밧디	:	정보문화부	박물관/고고학국,	고고학연구부	부장	

분흐항	보우아시셍파세트	:	라오스	국립박물관	부관장(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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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말레이반	케오본마	:	라오스	국립박물관	부관장

삼레인	루안가파이	:	박물관/고고학국,	유물부	부장

통사	사야봉캄디	:	정보문화부	박물관/고고학국,	DG	DMA	

마이	린	휜	:	라오스	국립박물관	인턴,	호주청년사절단	

칸다	케오소파	:	문화유산관리부	고고학자	

말레이시아

레슬레라와티	빈티	압둘라	:	말레이시아	박물관국	국립박물관	큐레이터	

모드	파이루즈	빈	모하메드	카심	:	국립박물관,	보조	큐레이터	

로사이디	빈	모하메드	:	국립역사박물관	수석	보조	큐레이터

미얀마

우	쪼	윈	:	문화부,	고고학국	국장	

우	테인	르윈	:	삐이	고고학국	고고학	학교(삐이)	교장	

우	민	와이	:	양곤	고고학국	부국장

우	예	미얏	아웅	:	만달레이	문화	박물관	및	도서관	부관장	

우	민	킨	마웅	레이	:	몬주	문화	박물관	및	도서관	부관장

우	세인	토	:	고고학국	부국장	

필리핀

빅토리노	마날로	:	마닐라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관장	

		세실리아	켈리카메	:	라살대학	박물관	Museo	De	La	Salle,	관광	및	프로그램	관리자	

/프로그램	담당자/교육담당자

안젤리타	B.	푸카난	:	국립박물관,	고고학	유적지/부속	박물관	부서	책임자	

		엥겔	P.	바우티스타	:	국립박물관위원회	의장/	국립박물관,	문화유산국,	국립	문화

예술위원회	큐레이터	I

		레이문도	안드레스	V.	팔라드	:	GSSIS	예술박물관(Government	Service	Insurance	

System	Museum	of	Arts)	관장	

존	실바,	필리핀	국립박물관	이사회	자문

싱가포르

엘리자베스	조	:	국립문화유산위원회	공공교육국	부책임자	

헤이디	탄	:	아시아	문명	박물관	수석	큐레이터(동남아시아	담당)

태국

팟차니	찬드라세카	:	송크라	국립박물관	관장	

니타야	카녹몽골	:	칸차나피섹	국립박물관	큐레이터

아마라	스리수찻	:	람캄행	국립박물관	관장	

베트남

호	수안	링	:	기념물과	유산	보존을	위한	꽝남	센터	박물관학	전문가	

응웬	티	투예트	:	베트남	국립	여성	박물관	관장	

호	비엣	도안	:	베트남	남부	여성	박물관	관장	

트란	트룽	히에우	:	문화정보부	국립문화유산국	행정부문	차장	

응웬	비엣	쿠옹	:	국립문화유산국	유물/기념물	관리부	전문가	

도	티	넉	유엔	:	기념물	관리보존을	위한	호이	안	센터	

레	티	탄	빈	:	기획	국제협력국,	후에	문화유산보존센터	

레	딘	풍	박사	:	고고학연구소		역사고고학부	부장

기타 국제 참가자

한민호	:	한국	국립민속박물관,	섭외교육과	과장

안	라이순	교수(ICOM-CCTF)	:	중국	농업박물관(국립	농업전시관)	기획개발국	국장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아마레쉬와르	갈라	교수	:	ICOM	부위원장,	ICOM	교차문화	태스크포스	의장	

킴	셀링	박사	:	ICOM	교차문화	태스크포스	의장	지원	프로젝트	담당자	

제니퍼	테브노	:	ICOM,	프로그램	활동	담당자	

엘로이사	젤	:	ICOM,	회원국	서비스	담당자	

※	주의	:	몇몇	별도	참가자가	감독관으로	참석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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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교육은	무형문화유산을	대대로	전승하는	핵심	수단이라는	점에서	무형문화유산과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다.	2003년	협약에서도	교육은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에서	매

우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된다.	무형문화유산	관련	교육은	그	성격이	정규	교육일	수도,	

비정규	교육일	수도	있다.

먼저	정규	교육과	비정규	교육의	개념을	정의할	것이다.	이어서	정규,	비정규	교육

이	실제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	논의해보고,	무형문화유

산의	전승과	관련해	정규,	비정규	교육을	통한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모범사례를	소개

하고자	한다.

※	핵심어	:	정규,	비정규	교육,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규, 비정규 교육을 통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가우라 만차차리타디푸라

인도네시아 크리스사무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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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무형문화유산과 교육의 중요성

교육은	무형문화유산을	대대로	전승하는	핵심	수단이라는	점에서	무형문화유산과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다.	2003년	협약에서도	교육을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에서	매

우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한다.	무형문화유산	관련	교육은	그	성격이	공식	교육일	수도	

비공식	교육일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2003	협약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보호”라	함은	무형문화유산의	지정,	기록,	연구,	보존,	보호,	진흥,	증진과	특히	정

규,	비정규	교육을	통한	전승	및	유산의	다양한	면모의	활성화	등	무형문화유산의	생명

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1

협약	14조는	교육	분야	활동에서	협약	당사국들이	자국	영토	내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의무를	상세히	적시하고	있다.	아래에	그	전문을	인용해보기

로	한다.	

제14조	-	교육,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각	당사국은	모든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다음을	위해	노력한다.

가.			특히	다음의	방법을	통해	사회	내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과	존중	및	증진을	

확고히	한다.

		(1)			일반	대중,	특히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인식	제고	및	정보	프로그램

		(2)	관련	공동체	및	집단	내의	구체적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3)	관리	및	과학적	연구	등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역량	강화	활동

		(4)	비정규적	지식	전수	수단

나.			유산에	위해가	되는	요소와	협약	이행	과정에서	수행되는	활동에	대해	일반	대

중에게	지속적으로	알린다.

다.			무형문화유산을	표현하기	위해	필히	존속되어야	할	자연공간	및	기념장소를	보

호하기	위한	교육을	촉진한다.2

협약	제21조는	“모든	직원에	대한	훈련”3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또한	교육	분야에	

1)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2조	제3항.

2)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14조.

3)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21조	(c)항.

해당하는	것으로	국제적	지원	공여를	고려할	수도	있는	활동이다.

협약에서도	교육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듯이	우리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서,	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문제에서	정규,	비정규	교육이	중요한	수단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II. 정규 교육과 비정규 교육의 정의

정규	교육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4	다른	말로	‘학교	학습’이라	부르기도	한다.	반면에	‘학교	외	학습’이라고도	하는	비

정규	교육은	그러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환경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이다.5	아래	유

형별	교육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내용을	이해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인도네시아어에서	번역).

정규	교육은	초등학교에서	시작해	대학이나	그에	준하는	기관으로	이어지는,	단계

별로	체계화ㆍ조직화된	학습	활동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실시되는	인문	및	일

반	교양	중심	학습,	전공과목	프로그램,	직업	훈련이	여기에	포함된다.

비형식	교육은	한	개인의	일생	동안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으로	가정생활,	이웃과의	

교류,	근로환경,	놀이,	시장,	도서관,	대중매체의	영향을	포함하는	환경적	영향과	일상

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	다양한	가치와	태도,	기술,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다.

비정규	교육은	일반적인	학교	시스템	밖에서	독립적으로	실시되는	모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	혹은	특정	교육	참가자들의	학습	목표	달성을	지원할	목적으로	실시되

는	광범위한	활동의	일환이다.6

4)					Danielle	Colardyn	&	Jens	Bjornawald,	“정규·비정규·비형식	학습의	유효성:	EU	회원국들의	정책	및	시행

(Validation	of	Formal,	Non-Formal	and	Informal	Learning:	policy	and	practices	 in	EU	Member	States).”	DOI:	

10.1111/j.0141-8211.2004.00167.x,	2004년	3월	25일.

5)				Haim	Ersach,	「학교	학습과	학교	외	학습을	잇기:	정규·비정규·비형식	학습(Bridging	In-School,	Out-of-

school	Learning:	Formal,	Non-Formal	and	Informal	Education)」,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and	Technology,	

16권,	2007년	11월	2일,	171-190,	DOI:	10.1007/s10956	-006-9027-1.

6)				http://duniacipleks.blogspot.com/2011/02/perbedaan-pendidikan-formal-informa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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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정규, 비정규 교육과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관련성

정규 교육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련된	정규	교육은	넓게는	무형문화유산	전반,	좁게는	특

정한	무형문화유산	종목과	연관된	교육	및	훈련을	단계적으로	초ㆍ중등학교나	대학	교

육의	환경에	맞게	시행하는	것을	뜻한다.	전	세계	대다수	지역에서	행해지는	정규	교육	

체제에서	볼	때,	무형문화유산	교육은	일반적이기보다	혁신적인	것이다.	학교	교실과	

대학	강의실은	무형문화유산	교육에	있어	이전과	다른	새로운	환경이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무형문화유산	종목	중	일부가	교과목으로	교육되는	경우는	있지만	아직까지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이름의	과목을	개설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다.	마찬가지로	전	세

계적으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학위	과정을	개설한	대학도	아직까지는	없다.	물론,	예

컨대	한국의	일부	대학에서	무형문화유산을	강의	과목으로	가르치는	움직임이	나타나

고	있기는	하다.7

무형문화유산이	정규	교육	교과과정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법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에	마련된	법적	기반은	다음과	같다.

인도네시아 학교 교과과정에 무형문화유산을 도입하는 근거

2003년	제정된	법률	제20호8의	제36조	2항	및	3항	(d)는	지역별	잠재력의	다양성에	

따라	교육을	다양화할	것을	명하고	있다.	동법	제37조	(j)	는	공립교육	교과과정	내에	

“지역	컨텐츠”도입을	규정하고	있다.	이	“지역	컨텐츠”는	문화적	다양성	원칙을	뒷받침하

기	위해	지역	언어와	문화,	예술을	포함한다.	법률	제20호는	지역	문화를	해당	무형문

화유산을	보유한	지역의	“지역	컨텐츠”로	교과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허용한다.

비정규 교육

한편,	아득한	옛날부터	무형문화유산은	비형식	및	비정규	교육을	통해	전승되어왔

다.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삶의	일부였고,	공동체	일원들은	공동체	환경	안에서	생활

하는	것만으로	자연스레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이것이	비형

식	교육에	해당한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비정규	교육은,	정규	교육	환경은	아닐지라

7)				박성용	본부장,	인터뷰,	자카르타,	2012년	9월	9일.

8)				No.	20/2003	인도네시아	국가	교육체계에	관한	법,	인도네시아	관보	No.	78,	2003년.

도	정규	교육체계	밖에서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한	교육과	훈련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도

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러한	비정규	무형문화유산	학교를	상가(sanggar)라고	부른다.	

유럽의	경우에는	아틀리에(atelier,	작업장)라고	한다.	이들	공간에서는	무형문화유산	

장인(maestro)이나	최고	기능보유자(master	practitioner)가	제자들에게	자신이	전문으

로	하는	무형문화유산	종목을	교육하고	훈련시킨다.	대부분의	경우	공식적인	수업,	교

과과정,	시험이나	다양한	숙련단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학생들은	이론수업보다는	주

로	‘실습을	통해’	실력을	쌓는다.	상가는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은	장인과	가

족과	같은	관계를	맺으며,	이	관계는	대부분	평생	동안	이어진다.		필자도	한	상가에서	

2004년	스승이	사망할	때까지	8년간	와양(wayang)을	공부하였다.9	이와	같은	비정규적	

교육을	위한	장소가	한국에도	존재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기능을	전수하는	장인들은	

“인간문화재”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다.10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정규	및	비정규	교육이	향후	유산의	전승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는	아래에서	몇	가지	모범사례를	인용하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IV. 정규, 비정규 교육을 통한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전승 모범 

사례

정규 및 비정규 교육을 통한 와양 인형극 보호 실행계획

인도네시아	국립와양사무국(SENA	WANGI)과	인도네시아달랑협회(PEPADI)는	

2002년	인도네시아	와양의	대표목록	등재신청서를	작성했고,	이어서	2005~2007년에	

와양	공동체와	함께	인도네시아	와양	보호를	위한	실행계획을	실행하였다.	이	사업에

는	다양한	형식의	와양	분야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해	책과	시청각	자료	등	교재를	제

작하였다.	이	전문가들은	대부분	인도네시아예술대학(ISI)	수라카르타,	ISI	요그야카르

타,	ISI	반둥	등	와양	인형극	학위	프로그램을	갖춘	대학	출신으로	구성되었다.	이어서	

이	사업에서	만들어진	교재를	활용하여	다양한	양식의	와양	인형극	전승을	위한	시범

9)				레디	왈루요	상가(SanggarRediWaluyo),캄풍	마카사르,	동부	자카르타.	Ki	Kamsu	Redi	Wiguno가	설립.

10)				박성용	본부장,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목록(Inventory	of	ICH	in	Korea)”,	무형문화유산	보호	방안으로서의	목

록에	관한	심포지엄	발표	논문,	자카르타,	2009년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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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으로	15개	상가(와양	인형극	전통	학교)를	지원했다.11	이	시범	사업은	정규	교육

(교재	준비)과	비정규	교육(무형문화유산을	가르치는	비정규	학교에	대한	지원으로	이	

경우에는	와양	인형극을	전수하는	상가)	간의	협력	사업이라	말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본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앙클룽 보호 프로그램

앙클룽음악협회(MMA)와	사웅	앙클룽	우조(Saung	Angklung	Udjo)는	인도네시아	

전통	악기	앙클룽의	유산등재	신청서	작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후	MMA는	도서	

형태의	교재를	지속적으로	개발했으며,12	사웅	앙클룽	우조는	앙클룽	문화	보호와	앙

클룽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를	위해	1,500명의	소속	앙클룽	연주자들과	함께	매일	

앙클룽	공연을	열고	있다.	MMA는	이	밖에도	앙클룽	학교	교사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

램도	진행하고	있다(지도자	훈련).

V. 페칼롱안 바틱박물관과의 협력 하에 진행된 초·중·고등학생, 

직업학교 및 공예학교 학생들을 위한 바틱 문화유산 교육과 훈

련 개요13

‘바틱	시티’라고도	불리는	페칼롱안은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	주의	자바해	북부	연

안에	위치한	소도시다.	바틱(batik)은	페칼롱안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유산의	일부일	뿐

만	아니라	그들	중	상당수의	생계	수단이기도	하다.

2006년,	바틱박물관	운영자	자히르	위다디(Zahir	Widadi)는	페칼롱안의	신임	시장	

모하마드	바시르	아마드(Mohamad	Basyir	Ahmad)	박사에게	학교	현장에서	바틱	문화

유산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환기했다.	대다수	학생들의	

관심은	정규	학업	과정에만	쏠려있는	상황이었다.	그들은	학업에	열중하거나,	그렇지	

않을	때는	텔레비전과	비디오게임에	시간을	빼앗겼다.	이에	아마드	시장은	페칼롱안	시

11)				SENA	WANGI,	“2005~2007	인도네시아	와양	보호를	위한	실행계획	실시에	관한	보고서(Reports	on	Execution	

of	Action	Plan	for	Safeguarding	of	Indonesian	Wayang,	2005-2007)”,	유네스코	자카르타	사무소와	협력	하에	시

행.

12)				Obby	Wiramihardja,	Masyarakat	Musik	Angklung,	CaraBermainAngklung,	자카르타,	2010년,	문화연구개발센터,	

문화관광부.

13)				페칼롱안	바틱박물관	연구소,	“모범사례	상술(Elaboration	of	Best	Practice)”,	2010년.

에	소재한	230개	학교	전체에서	바틱을	지역의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과감한	조치

를	취했다.	이	프로그램이	완전히	이행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었다.

바틱박물관은	박물관을	관람하는	어린	학생들을	위한	바틱	작업장을	마련했다.	이

런	노력은	이후	여러	학교로	확산되었다.	유네스코	사무국의	제안에	따라	이	프로그램

은	무형문화유산	보호	모범사례	후보에	올랐고14	2009년	10월	1일	제4차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	위원회의	4.COM	15B	결의안에	의해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프로그램의 목표

지금까지	바틱	문화는	부모가	자식에게	알려주는	식으로	주로	구전	및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세대	간에	전승되었다.	그러나	이제	아이들은	학교	교과과정에	들어있는	내

용을	제외하면	더	이상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따라서	바틱	문화를	대대로	전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구전	전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바틱	문화를	정규	교육제도	내로	끌어들이는	것이	적절하다

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바틱박물관	운영진은	페칼롱안	시의	초·중·고등학교와	직업학교	및	기

술전문학교	교장들과	힘을	합쳐	각	단계별	교육기관의	교과목과	교과과정에	바틱	문화

에	관한	교육	모듈을	포함시키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프로그램 개발 방법 : 인도네시아 무형문화유산 바틱의 교육 및 훈련 모범사례 시행 

방법론

가장	먼저	바틱박물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바틱	문화의	가치와	전통	수공예품에	대

해	관람객들에게	설명하는	법을	교육했다.	관련	교재도	마련되었다.	지도	및	훈련	수준

은	참여자들의	교육	수준에	맞추었다.	박물관	전시실을	활용해	바틱의	이론,	역사,	문

화적	가치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는	한편,	박물관	작업장에서는	손으로	그리거나	찍어

내는	전통적인	바틱	수공예품을	만드는	실습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학생들의	교육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참가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바틱	제조업체들	가운데서	후원자를	찾았으며	시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

한	노력도	이루어졌다.

페칼롱안	시에	소재한	여러	교육기관에	초대장을	배포했다.	마침내	2006년	훈련	프

14)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18조.



266 • 267국제회의 보고서 Chapter Ⅲ

로그램이	바틱박물관에서	우선적으로	개시되었다.	

이후	프로그램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교사들도	시설을	갖춘	교육기관에서	바틱	교

육	및	훈련을	받기	위해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다.	한편	평가시험도	바

틱박물관에서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바틱	교육	및	훈련은	예로부터	내려온	구전적	

전승체계를	그대로	유지했다.	일부	바틱	제조업체도	이	프로그램에서	확립된	모범을	좇

아	학생들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바틱의	문화적	가치에	관한	이론과	손으로	그리고	찍어	만드는	전통	바틱	수공예	실

습과정을	‘지역	컨텐츠’로서	학교	교과과정에	도입하였다.	일부	학교에서는	바틱	관련	내용

을	다른	과목과	연계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어학	수업에서	바틱과	관련된	지문을	사용

하거나	생물	및	화학	수업에서	바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천연염료를	다루는	식이었다.

프로그램의 평가

바틱박물관에서	실시된	바틱	문화	교육에	참여한	학생의	수는	2006년에	4,815명,	

2007년	12,905명,	2008년에는	5,749명이었다.	근무하는	학교에서	바틱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	지도자	훈련을	받은	교사의	수도	2006~2008년까지	각각	1,053명,	1,798명,	925명이

었다.	2009년에는	이	수치가	더욱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	프로그램은	페칼롱안	시와	그	

주변	지역에서	바틱	문화의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바틱	문화유산을	가르치는	페칼롱안	지역	학교는	2005~2006년만	해도	겨우	한	곳

에	불과했으나	2006~2007년에	100개교,	2007~2008년	194개교,	2008~2009년에는	230

개교로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금은	페칼롱안의	모든	교육기관에서	바틱	문

화유산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참가자	전원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문화적	가치	이론과	실습	훈련을	성공적

으로	이수하고	있다.	다양한	단계의	교육기관에	속한	참가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2009년	1월	30일과	2월	13~14일	두	차례에	걸쳐	표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인터뷰를	종합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인터뷰에	응한	모든	응답자가	이	프로그램에	호감을	표했다.	한	초등학생은	바

틱	훈련을	매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			모든	응답자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바틱	문화유산과	전통	수공예에	대한	인식

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			학교장들과	교사들은	이	프로그램이	향후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가치	있는	기술

을	제공하고	집중력과	인내력,	자신감,	협동	능력을	키워줌으로써,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고	느꼈다.

•			학생들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자신만의	바틱	디자인을	자발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			일부	학생들은	그룹을	지어	하나의	바틱	작품을	함께	만들었다.	이	과정을	통해	

바람직한	협동방식을	익혔다(즉	함께	어우러지는	법을	배웠다).	

•			이	프로그램은	페칼롱안	뿐만	아니라	바탕,	페말랑,	테갈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			바틱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			학생들은	직접	만든	바틱을	집으로	가져가서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

다.	그것을	본	가족과	지인들은	학생들의	성취를	자랑스러워했다.	이를	통해	부

모와	일반대중	사이에서도	바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지도자와	교사,	학생들	사이에서는	만족감과	열정의	

기운이	두드러졌다.	참가자	전원이	이	프로그램이	지속되고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에	있던	비정규	교육의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규	교육을	실시한	뛰어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방법은	여타	무형문화유산	종

목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사만 춤 보호 실행계획

2011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긴급보호목록(Urgent	Safeguarding	List)에	등재된	

전통	춤	사만의	보호	계획에는	사만	문화유산의	전통적인	전승	장소(mersah,	메르사)

의	강화를	비롯해	사만	교재(책과	시청각	자료)	준비,	학교	교과과정에	사만	관련	내용	

삽입	등이	포함된다.	이	계획은	2010년에	시작되어	현재도	진행	중이다.

파푸아족의 다기능 편물 가방 수공예 노켄

2011년	긴급보호목록	후보에	오른	전통	가방	노켄(noken)에	대한	보호	실행	계획은	

포스터와	기타	교재	마련,	전통	노켄	공예가	모임	활성화,	학교	교과과정에	노켄	관련	

내용	삽입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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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정규	및	비정규	교육은	무형문화유산	전승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수단이다.	무형

문화유산을	학교나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에	적절하게	편입하는	한편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비정규	교육도	전통	학교와	장인에	대한	지원,	관련	교재	마련,	재정	및	기술	지원	

등을	통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

와양,	앙클룽,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바틱	문화유산	교육	및	훈련,	사만과	노켄의	

보호	실행계획	등	인도네시아의	정규	및	비정규	교육을	통한	무형문화유산	전승	모범

사례들은	정규·비정규	교육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는	활동이	얼마나	가치	있

는	일인지	입증해준다.

부록
무형유산 보호 국제회의 개회사

토론 요약문
참가자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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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들에	형형색색	단풍이	물들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추수의	계절	청명한	가을

날에,	조상들이	물려준	문화유산의	창조적	가치와	생산적인	활용을	숙고해보는	2012년	

국제회의를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가	개최하게	된	것을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

합니다.

이	회의를	위해	먼	길을	찾아주신	쉐리프	카즈나다	프랑스	세계문화의	집	대표님을	

비롯한	국내외의	석학,	전문가	여러분들과,	바쁘신	중에도	전국	각지에서	무형문화유산

의	보호와	진흥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참석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체결된	지	10년이	채	안되었습니다만,	

그	동안	이	협약은	새로운	복음(gospel)처럼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무형문화유산과	전

통적	가치에	대한	존중심과	애착을	고조시켰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무형유산을	보호하

기	위한	제도와	법률을	만들고	있으며,	목록(Inventory)을	작성하고,	실연자나	전수자

들을	찾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무형유산	대표목록과	긴급보호목록	제도가	실시된	지	4~5년	밖에	안되

었지만,	벌써	140여개	국가들이	협약에	가입하고	260여	가지	종목들이	지정등재되었으며,	

무형유산의	유네스코	목록에	등재하기	위한	경쟁과	열기는	날로	치열해가고	있습니다.

무형유산 보호 국제회의 

개회사

이삼열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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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

이삼열	사무총장은	여러	참석자들을	환영하는	국제회의의	발표와	토론을	맡은	쉐

리프	카즈나다	프랑스	세계문화의집	대표를	비롯해	국내외	석학	및	전문가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계속해서	이	사무총장은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전	세계적으

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	갖는	의의를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140개국	이상이	

협약에	가입하고	260여	개	종목이	지정	등재되었으며,	여전히	더	많은	무형유산을	유

네스코	목록에	등재하기	위한	경쟁과	열기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세계적으로	아직	많은	이들이	무형유산의	개념을	생소하게	여기는데다	무형유산

의	범위나	종류,	등재기준이	나라마다	달라서	무형유산보호협약을	실행하는	과정에	상

당한	어려움과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점	역시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정보와	네트워킹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무형문화유산	보

호협약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가	설립되었다고	회의	참석

자들에게	소개했다.	그는	또한	그	동안	여러	활동을	해온	과정에서,	아직	무형유산에	

토론 요약문

무형유산의 창조적 가치와 지속가능발전

2012년 10월 5일 서울, 대한민국

그러나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무형유산의	개념은	생소하며,	무형유산의	범위나	종

류(category),	국가목록의	등재기준(criteria)은	나라마다	달라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을	실천(implement)하는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유산이	다양하고	풍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이	협약을	실천하는데	도

움을	주기위해	작년에	설립된	저희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에서는,	그동안	여러	나

라와	소지역들을	다니며	정보화와	연대화(networking)를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해	

오면서,	아직	무형유산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문제의식이	미흡하며,	협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도적	개선과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먼저	우리들	자신부터	아태지역	여러	나라의	값진	무형유산에	대하여	지식과	이해

를	높여야겠다는	생각과,	무형유산이	인간의	삶과	사회발전에	어떤	기능과	공헌을	하

는지	보다	심도	있게	인식해야겠다는	관심에서,	이	분야에서	오랜	연구와	실천	활동을	

해	오신	전문가들을	모시고	오늘과	같은	국제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자하는	문제는	“무형유산의	창조적	가치가	어디

에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어떤	도움과	영향을	주는가”라는	매우	근본적인	문제이

며,	무형유산을	보호하며	진흥시켜야	할	이유를	찾고자하는	물음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많은	경험과	연구를	쌓아오시고,	유네스코	협약을	만들고	실천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오신	고명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을	통해	오늘	매우	의미	있는	토

론과	깨달음이	있으리라	확신하며,	인류의	삶과	사회발전에	유익한	무형유산의	보호와	

진흥을	위해,	좋은	의견과	방안들이	많이	개진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발표되고	토론되는	내용들은	기록,	정리되어	국내	뿐	아니라,	아태지역	여러	

나라와	유네스코	본부,	여러	국제기관과	NGO들에	보내져	활용될	것으로	무형유산	협

약의	국제적	실천에도	의미	있는	공헌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과	회의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

고	특별히	후원과	협력을	해주신	문화재청과	당진시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

을	표하며,	이번	국제회의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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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체계적	이해가	미흡하며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느꼈다는	점도	언급했다.

안휘준	이사장은	지난	7월에	설립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소개하고	모든	귀빈에

게	환영인사를	전했다.

안	이사장은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이	이행된	이래로	지역·국가·국제적	차

원에서	다양한	무형유산	보호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언급했다.	나아가	그는	유엔의	새천

년개발목표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인간발전을	위한	문화의	역할을	역설하면서,	지속가능

발전에	있어	무형유산의	역할과	가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회의를	개

최한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세션 1. 2003 무형유산협약, 무엇이 문제인가?

좌장을	맡은	이근관	교수가	회의	조직위와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첫	

번째	세션을	시작했다.	첫	번째	발표자에게	발언권을	주기에	앞서	이	교수는	‘2003	무

형유산협약,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세션	1의	제목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2003년	협약

이	갖는	의의로	이것이	각종	문제를	개념화하고	그	문제들의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표

현할	수	있는	언어를	국제사회에	제공한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그는	이	협약이	유럽	중

심의	문화	개념에서	서구권	및	유럽	외	지역의	문화적	관습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역

할을	했다고	말했다.	협약이	원주민	공동체와	같이	하위	국가나	비국가	주체들의	역할

을	강조함에	따라	국제법과	국제관계에	대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끝

으로	이	교수는	2003년	협약이	관련	문제의	국경을	초월한	공통된	측면을	부각시키기도	

한다고	부언했다.

자넷 블레이크 사이드베헤스티대학 교수의 발표문에 관한 토론

박상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자넷	블레이크	박사는	발표문에서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이르

는	역사적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시기를	집중	조명했으며,	문화와	발전에	대한	세계

적	차원의	담론에서	2003년	협약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설명했다.	2003년	협약이	탄생

하는	토대가	된	국제환경과	관련해	발표자인	블레이크	박사가	주목하는	바는	‘문화’가	

1992년	리오선언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개념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떠받치는	핵심	

기둥	중	하나라는	인식이	점차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2003년	협약이	기념물	중심의	서구적	관점을	토대로	한	무형문화유산	보호정책에

서	탈피하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발표자의	지적도	역시	타당하며,	2003년	협약

이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	지역공동체와	토착공동체를	고려	요인으로	수용하는	등	

진일보한	형태라는	지적도	마찬가지이다.	1972년	세계문화유산협약의	맥락에서도	유산

의	결합적	가치(associative	value)와	관련해	‘공동체’의	역할은	점차	많은	주목을	받았다.	

예를	들어,	1972년	세계문화유산협약	운용지침에	포함된	등재	기준이(그	후	수차례	수

정을	거치면서)	결합적	가치를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나갔다(‘등재기준	VI:	유

산의	무형적	문화	측면’에서	설명).	

블레이크	박사는	2003년	협약이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태학적	맥락	속

에서	실행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와	범주,	실연양상은	지역에	따

라	각양각색이며,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조건을	반영한	유산	보호방안이	요구된다.	블

레이크	박사는	무형문화유산(또는	보다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문화)과	국가	간의	국경이	

상응하지	않을	때도	있으며	이러한	특징	때문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새로운	문제가	대두된다고	지적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블레이크	박사는	2003년	협약에	기반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다국적	무

형문화유산의	공동	등재로	인해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지역·소지역	차원에서의	

의사소통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형문화

유산	영역에서	이민자	공동체에	상응하는	정부의	역할을	정의하는	일이	적합한	국제법

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블레이크	박사는	말했다.	그렇지만	의사소통의	확대가	

반드시	상호	간의	이해	증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쟁관계에	있는	인접	

국가들	간에	분쟁이	촉발될	수도	있다.	이들	국가가	문화적	헤게모니와	역사적	기원,	

문화유산의	소유권을	놓고	다투게	될	수	있다.	그러한	일들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이미	관찰된	바	있다.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국가들이	관여하게	되는	다국적	무형문화유산의	공동	등

재(예:	매사냥)는	상이한	유형의	문제를	상정하게	될	것이다.	즉	문화유산의	범위나	규

모에	관한	문제이다.	문화유산들이	형태만	동일하면	다국적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

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는가?	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을	등재라는	목적	하

에	하나의	문화유산종목에	분류하게	되면	문화유산의	탈맥락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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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	무형문화유산의	‘기원’이	중요한가?	만약	그러하다면,	특히	인근	국가	간에	복

잡한	(때로는	정치적	성향을	띤)	역사적	문제가	제기되어,	등재과정에서	필요한	협력을	

저해하게	될	수도	있다.	만약	어떤	무형문화유산의	분포와	관련해	역사적으로	중요한	

과정을	고려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그러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역사적	맥락에서	해당	

무형문화유산을	제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발표	전반에	걸쳐	블레이크	박사는	지역	공동체의	참여의	중요성과	더불어	2003년	

협약을	실행함에	있어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독창적	개념의	도입을	강조했다.	무형문화

유산	보호조치가	실시되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감안하면,	무형문화유산을	성공적으

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역,	

국가,	세계	차원에서	기관들	간의	서로	상충하는	견해와	이해관계를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	이끌어가기란	매우	어렵지만	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인류를	

깨우치고	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로	이끌	것이다.	

팀 커티스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문화부장의 발표문에 관한 토론

육소영 충남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팀	커티스	유네스코방콕사무소	문화부장의	발표에	감사를	표한다.	커티스	부장의	

발표를	통해	2003년	협약의	제정	및	이행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각	협약	당사

국이	취하고	있는	무형유산	보호	조치와	등재유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커티스	

부장의	발표에	더	이상	추가할	내용은	없다.	따라서	발표내용을	논의하는	대신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책	및	현황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책은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기본원칙은	유산의	원상태를	그대

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무형유산	보유자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

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복,	도구,	주거와	같이	세시풍속	및	종교	등과	관련된	귀중

한	민속문화유산을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고	있다.	나아가	귀중한	무형유산을	발굴

하고	전승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중요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가	후학을	양성하도록	장

려하고	전승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무형유산	기능	보유자는	일년에	한	번	

자신의	기·예능을	선보여야	한다.	정부는	중요무형문화재를	발굴하고	보호하기	위해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와	같이	한국의	무형유산	보호	정책은	유산의	

원상태	유지,	정부	주도의	전승자	교육,	기·예능	공개의	의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근간

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유네스코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채택하고,	한국은	2005년	협

약을	비준했다.	2006년	협약의	효력이	발휘되자	전	세계	무형유산	보호활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원상태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삼는	반

면,	협약은	평가,	기록,	연구,	보존,	보호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유산의	생명력	보

장을	추구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	협약	비준	이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상태	보존에	

중점을	두기보다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무형유산의	보호라는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

기	시작했다.	과거	한국	정부는	무형유산과	유형유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	동일한	방법

과	원칙을	적용했다.	그러나	협약	비준	후	무형유산은	더	이상	유형유산과	같은	방법으

로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문화재보호법에	제시된	무형유산의	원상태에	대한	정

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무형유산의	보호	그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	한	

학자는	무형문화유산법	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문화재보호법은	이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형유산	보호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이며,	이	법을	근거로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급	기관인	아태무형유산

센터가	발족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2009년	문화재보호법	적용	대상	문화재를	보호

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자	문화재보호기금법이	제정되었다.	문화재보호기금법에	따

라	조성된	기금은	문화재	보호	예방책	마련,	민간	보호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해	사용

되었다.	그러나	어느	학자가	지적했듯이,	무형문화유산	보호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보다	

더	효과적인	무형유산의	보호가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한국의	문화유산	보호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기관은	문화재청이다.	문화재청

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문화유산의	지정과	등록,	변경	및	발굴	승인,	문화유

산의	보존,	보조금	지원,	조선시대	왕궁,	왕릉	및	사적지	관리,	문화유산의	세계화,	북

한과의	교류,	문화유산	연구	및	조사,	전문가	양성	등이	있다.	앞서	언급한	역할	이외에	

문화재청은	무형유산과	관련된	업무도	수행한다.	첫째,	문화유산정보서비스를	제공하

고,	국가문화유산포털	등	문화유산정보와	관련된	웹사이트를	운영한다.	둘째,	교육용	

영상물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셋째,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종목을	유네스코	목록에	

등재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무형유산에	대한	지적재산법	적용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무형

유산이	지적재산으로	보호를	받으려면	우선	무형유산에	대한	정의가	분명히	제시되어

야	하고,	무형유산	보호의	기본원칙인	원상태	유지와	무형유산에	부여되는	새로운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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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에	대한	존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지적재산법을	적용하여	무형유산

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뿐만	아니라	무형유산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은	현재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을	포함하여	14건의	등재유산을	보유하고	있

다.	또한	한국	정부는	한국의	무형유산을	유네스코	목록에	등재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

속하고	있다.	유네스코	목록	등재는	무형유산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

고	한국의	무형유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여러	차례	개최된	무형유산	보호	세미나	

및	회의	덕분에	무형유산과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졌다.	이를	바탕으로	한

국의	무형유산	보호	노력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토론

이근관	교수는	참석자들에게	추가	토론	기회를	주었으나	시간	제약상	한	가지	질

문이나	발언만을	허용했다.	이에	아마레쉬와르	갈라	교수가	발언	기회를	잡았다.		아마

레쉬와르	갈라	교수는	두	발표자의	발표문에	대해	논평했다.	그는	2003년	협약과	운영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두된	한	가지	난점이	종교적	무형유산과	종교라는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고	말했다.	갈라	교수는	우리가	원주민의	영성	문제를	다루는	것을	편안

하게	느끼고	등재된	유산종목들도	분명	이를	뒷받침하지만,	토속적이거나	영적	기반의	

유산이	아닌	종교이념에	대해	논하는	것은	다소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발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구했다.	

블레이크	교수는	갈라	교수의	논평에	감사를	표한	뒤	종교적인	무형유산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로	크로아티아의	사례를	들었다.	그러나	여러	국가	보고서를	보

면	때로	지배	종교가	무형유산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고도	언급

했다.	또한	블레이크	교수는	쉬쉬하기	마련이라고	예상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	여러	국

가가	공개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반갑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진지하게	고

려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임에	분명하다고	동의를	표했다.	

팀	커티스	문화부장은	분명	이	문제가	전	영역에	걸친	다양한	이유에서	상당히	민

감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언어	문제	또한	이렇듯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으므로	엄밀히	말하면	종교적	무형유산	문제는	언어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2003년	협약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으로,	우리가	언어

를	그	자체로	인식하지	않고	특정한	무형유산	표현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점을	지적

하는	방법을	들었다.	종교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었다.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반대가	있겠지만	그것은	당사국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세션 2. 무형유산의 가치 어디에 있는가?

좌장을	맡은	박성용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정책사업본부장은	참석자들의	점

심식사를	공동	후원해준	당진시	측에	특별한	감사를	전하면서	두	번째	세션을	시작했

다.	계속해서	그는	무형유산의	창조적	가치와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열린	오늘의	회의

가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지난	수년	간	아태무형유산센터가	개최한	일련의	회의	중	하

나라는	점을	밝혔다.	앞선	회의에서	다뤄진	주제로는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정보	및	네

트워킹과	무형유산	보호	분야와	관련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협력	문제	등이	있었다.	

박	본부장은,	무형유산	보호를	생각하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무형유산의	속성으

로서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창의성이	먼저	떠오른다고	말했다.	이런	의미에서,	무형문

화유산이	다양성과	지속가능발전,	심지어	인권과	강한	관련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

진	데는	2003년	협약의	힘이	컸다고	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로	두	번째	세션의	주

제가	무형유산	보호와	관련해	커다란	중요성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국내

외의	저명한	발표자	세	명과	토론자	세	명이	자리했다고	소개한	후	시간상	발표자들에

게는	20분씩,	토론자들에게는	10분씩의	발언	시간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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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세이텔	박사는	발표문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지속가능성과	문화다양성:	도구

와	관점’에서	무형문화유산을	더	광범위한	비전으로	이해하기	위한	‘사회제도’라는	개념

체계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의	핵심	주장은	무형문화유산을	문화	상품만이	

아니라	문화적	생산과정으로	보자는	것이다.	사회제도라는	개념체계는	무형문화유산

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무형문화유산	관습은	끊임없이	사회·문화	환경의	영향을	받는

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준다.	이	체계는	또한	지역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타	사회

제도-박물관과	비정부기구	같은	협력기관-와의	긍정적인	관계로도	이어진다.	

먼저,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을	확장하고	사회제도를	활용하자는	이	글의	핵심	논지

에	동의하는	바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본질주의적	해석은	문화의	속성을	무시했다

는	비판을	받았다.	문화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그것이	재생산되었을	때는	원래의	모

습과	같지	않다.	무형문화유산은	이	같은	맥락에서도	이해될	필요가	있다.	바로	이	점에

서	무형문화유산을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연관	지어볼	수	있다.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볼	때	무형문화유산의	변화는	창의적인	문화교류	과정이자	문화적	접촉의	산물로	해석

될	수	있다.	그러한	변화를	원형이나	진정성,	정통성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하거나	비판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용인할	수	있거나	용인할	수	없는	변화의	기준은	무엇일까?	이

것	역시	세이텔	박사가	제기하는	질문이다.	무형문화유산은	항상	지역	공동체의	전통과	

진정성의	정의와	연관되므로	이것은	중요한	질문이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유

산	종목들은	진정성과	문화적	전통을	기준으로	기록되고	체계화되며	평가된다.	때로는	

정통적	전통이	규정되고	무형문화재가	등재되기도	한다.	무형문화유산	관습이라는	사

회제도가	약화된	사회에서는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정부나	기타	사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등재된	무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재는	소멸	직전의	무형유산을	구하

기	위한	중요한	방책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세이텔	박사가	제기하는	질문,	즉	무형문

화유산	보호에서	허용	가능한	변화와	그렇지	않은	변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되돌

아갈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무형문화유산을	재생산하지	않는	

나라의	경우	사회제도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고	무형문화유산의	역동적	변화를	어떤	식

으로	인정할	때	무형유산	보호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찰해봐야	한다.	

둘째로	무형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이	새로운	관점이	문화다양성의	정신을	증진하

는	데	유용할	것이라는	세이텔	박사의	의견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는	여러	다양한	단계가	존재한다.	한국이나	일본	같은	일부	사회는	최근에	

국제이주로	인해	유입된	사회적	변화를	겪었다.	이들	사회는	이제껏	문화와	인종	면에

서	동질성을	유지해왔다.	이러한	사회에서	문화다양성과	다문화주의를	촉진하려는	노

력은	전통문화에	대한	자국	국민의	관심을	없애려는	시도로	오해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주민들의	무형문화유산은	또	어떤가?	‘주인’	사회는	이주민들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주인국가는	이주민이나	소수민족의	무형문화유산을	국가의	

무형문화유산으로	공식	지정하거나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	신청하려

는	노력을	보일	수	있을까?	

셋째,	세이텔	박사가	제안한	디지털	도구	싱크로텍스트(Synchrotext)는	보급,	연구,	

보호를	목적으로	다양한	무형문화유산	자료를	기록·보관하기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	

여겨진다.	세이텔	박사가	언급했듯이	특히	동아시아	국가	언어를	포함해	더	다양한	언

어로	언어	툴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무형문화유산의	연구뿐	아니라	전승을	맡고	있

는	이들을	위해	문화다양성을	확산시키는	포털사이트-누구나	무형문화유산	정보를	얻

을	수	있게	해주는	포털-를	구축하는	일도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이는	무형문화유산

과	관련된	장기적인	과제이기도	할	것이다.	

피터 세이텔 수석연구원의 답변

시간상	피터	세이텔	박사는	이주민들의	무형문화유산을	문화다양성이라는	명목으

로	보호해야	하느냐란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했다.	세이텔	박사는	사회제도라

는	관점에서	무형문화유산에	접근할	때	따르는	한	가지	결과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

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도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보통	‘보호’라는	말을	쓸	

때	그것은	무형문화유산이	하나의	사회제도로	재생산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이다.	보

호를	위한	방법에는	그러한	보호의	한	양식으로서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	조직의	공식

적인	인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들도	있을	수	있다.	세이텔	박사는	이주민들의	

무형문화유산은	세상에서	그들의	윤리적	지식과	물질적	지식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주민들에게	중요하며,	따라서	그러한	무형유산을	보호해야	한다

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유네스코가	이주민	무형유산에	대한	보

호조치를	시행해야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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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 메레 라투나부아부아 국립유산문화예술원 문화담당관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는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의	채택과	함께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태평양	도서국가들은	무형

유산	보호	조치가	더	일찍	시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반면에	다

른	국가들은	생존	및	삶의	방식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요구사항들이	너무나	많은	작

금의	상황에서	무형유산	보호	대책까지	마련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

한다.		

태평양	도서국가들에게	국가목록	작성을	처음	촉구한	것은	2003년	협약이	아니다.	

지식재산권	모델법과	문화	전승자,	정부	및	개발	파트너를	모두	아우르는	집단	소유권	

개념을	바탕으로	태평양지역이	자체적으로	제정한	2002년	기본체계가	시행되면서	국가

목록을	작성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태평양	각국의	문화부	장관들은	목록	작성을	‘태평양지역	예술	및	문화	정부간	회

의(이하	CPAC)’가	내세우는	최우선	과제로	인식했으며,	목록	작성을	촉구하고	지지를	

표명했다.	태평양	각국과	CPAC를	연결하는	국가연락창구는	남태평양공동체사무국(이

하	SPC)	구성원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	창구들은	외교부,	문화부,	문화센터와	연결되

어	있다.		

국가연락창구는	수년	동안	목록	작성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	인식을	확대했으

며,	모델법	시행에	따른	두	가지	기본적인	문제-	소유자와	보호대상-를	파악하고,	마

을	기반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통해	공무원,	지역	현장연구요원,	공동체를	아우르는	엄

격한	전통규범을	준수하며	장기간의	시험	프로젝트를	시행해왔다.	(참고:	피지	모델은	

2005~2012년	추적이	이루어진	14개	지역	중	8개	지역에	적용되었고,	그	중	파푸아	뉴기

니	모델은	피지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또한	외부인들이	무형유산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무형유산	보유자로부터	사전승인통보를	받아야	한

다는	규정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공유영역(public	domain)에서	접근	가능한	정

보가	활발히	공유되지	않고,	교육	목적을	위한	전승과	보호라는	이분법적	상황이	발생

하게	되었다.				

22개	태평양	회원국과	협력하는	SPC는	2011년	태평양	각국	유산	센터와	관련	정부	

기관들이	무형유산을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무형유산	및	유적지를	찾아내는	방법,	무형유산의	이주	패턴을	파악하는	방법,	공동체

의	자문	및	구전역사	기록을	바탕으로	무형유산과	물리적	공간을	연결	짓는	방법을	알

려준다.	회원국들은	각국의	문화부를	통해	공동체와	연락을	취하면서	데이터를	수집

한다.

이	실용적인	안내책자는	모델로서	제작된	것이지만	모든	상황에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태평양	도서국가들은	정부구조,	자원	및	정책	활용	가능성	(여전히	개발되고	

있음),	시스템	참여	역량	등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다.	안내책자는	이	모든	것의	시작

점에	불과한	도구이며,	SPC	웹사이트(www.spc.int)에	게시되어	있다.			

피지는	정책	관련	안내책자도	제작했다.	이	책자는	무형유산협약	비준	과정과	의회

에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유네스코사모아사무소는	공식적인	협약	비준	

과정에서	느낀	생각이나	경험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태평양지역의	도시	거주자들은	어업이나	농업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섬

마을을	떠나	일자리나	아이를	위해	더	나은	교육기회를	찾아	이주해	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아이들이	현행	유럽식	교육	시스템에	적응하여	제

대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따라서	무형문화유

산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지속가능발전교육(이하	ESD)	프로그램	도입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상당수

의	태평양	도서국가들이	유네스코가	실시한	시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유엔	지속가

능발전교육	10년’	계획에	참여하였고,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역	기

반	콘텐츠에	대해	ESD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했다.	기초적	수준에서	전통지

식을	활용하여	자연재해와	같은	재해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전통	선박	제작법,	항해술	

등을	가르치거나	공동체의	참여가	강화된	예술	교육에	은퇴교사가	조력자로	나서고	있

는	등	현재	진행	중인	ESD	프로그램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들은	최근	유네스코	호주신탁기금의	지원을	받아	‘태평양유

산허브’	설립이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유네스코	호주신탁기금은	태평양	국가들과	

1972년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정보,	통신,	네트워킹	및	역량구축을	위해	협력한다.	

태평양지역은	세계유산협약	공동체를	구성하여	지역공동체와	국가법을	통한	유산	보

호와	개입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지역	및	국가적으로	중요한	유적지를	보호하고,	무형

유산	및	세계유산	관련	협약	이행을	위한	전체론적	접근법을	추구한다.	전통	항해술	

및	마우리,	쿡아일랜드,	타히티,	뉴질랜드,	라파누이	유적지와	같은	태평양지역	전통	

항해	유적지	사이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뿐만	아니라	전통	항해로

와의	연결,	문화	교류,	바카	모아나(Vaka	Moana)	프로젝트를	통해	연대관계를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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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사용되었던	구상제도(barter	system)	등	구전	역사	복원에	힘쓰고	있다.

전통	방식으로	지어진	주택	수가	최근	급감한	것은	과거와	달리	전통	주택	건축에	

필요한	재료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식량	확보에	중점을	둔	정책	때문에	작물	재

배	패턴이	바뀌게	되었고,	전통	관습을	이어나가던	지역에도	변화가	찾아	왔다.	일례로	

벼농사나	목축업으로	인해	전통	초가	지붕의	원료가	되었던	작물	재배가	급감하고,	초

가지붕	제작	기술과	노하우도	사라지게	되었다.	

농업	및	어업과	관련된	전통적인	관습도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도시의	빠른	생

활	속도와	변화	압력에	부응하기	위해	통조림이나	캔으로	만든	가공제품	구입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지역	고유의	어종이나	식물종에	대한	명칭과	전통적인	달력	주기도	더	이상	후대에	

전승되지	않고	있다.	전통적인	어업	방식과	관습은	그	명맥이	다하고,	전통지식의	전승

을	중시하지	않는	교육	시스템의	도입으로	관련	지식도	사라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명칭과	관습을	알고	있는	고령층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무형유산	목록작성은	국가정체성	강화	일환으로,	모든	집단의	문화적	다양성을	추

구하는	데	따른	문제를	수반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공동체와	정부가	조상들이	사용했

던	생존	방식과	노하우를	이어가면서	미래를	준비하려면	목록작성을	시작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태평양지역은	홍수,	태풍,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하며,	자연재해로	인

한	절망의	시기에는	지역의	무형유산,	지식	및	자원	기반으로	되돌아	갈	수	밖에	없다.	

전	세계의	자원이	현재	속도로	계속	고갈되고	전통지식에	기반한	지역	자연자원의	활

용으로	되돌아	갈	수	밖에	없다면,	누가	관련	전통기술을	보유·활용하고	있는지에	대

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앞으로의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공동체	유산	확립의	기

반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은	피지의	상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태평양지역	전체의	상

황을	언급한	것이다.	태평양은	합의를	통해	집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평양	각국은	CPAC를	통해	태평양지역	문화환경	네트워크와	공동으

로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과거와	같은	지속가능한	삶을	추구하고자	노력

하고	있으며,	소규모	개발	도서국가를	위해	문화다양성	및	문화	산업을	촉진하고	전통

지식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의	필수	요소로	무형유산을	포함한	두	건의	최근	문서가	있는데,	바로	

‘2010-2020	태평양지역	문화	전략’	및	‘2009-2015	태평양지역	문화	및	교육	전략’이	그

것이다.	이	문서들은	올해	7월	솔로몬	제도에서	열린	태평양예술축제에	참가한	문화부	

장관들에	의해	채택되었다.	태평양예술축제는	4년마다	개최되며	올해로	40주년을	맞

이했다.								

태평양지역의	리더들은	각국의	문화환경부가	실행에	옮겨야	할	무형유산	보호활동

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차원에서	정책	및	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결의했다.	지속가능

한	발전	및	삶과	관련하여	무형유산	협약	및	그	이행의	효과를	측정한	통계치를	확보하

기	위해	실시한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정책과	활동	사례가	수집되었으며,	앞으로	정책

과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해	각국이	어느	정도로	노력을	기울이는지	공동

체	차원에서	확인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안토니오 아란테 브라질 캄파인주립대학 사회인류학과 교수의 발표문에 관한 

토론

박환영 중앙대학교 비교민속학과 교수

안토니오	아란테	교수는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한	다양한	문화인류학적인	경험과	이

론을	토대로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절멸위기에	직면해	있는	개발도상국의	무형문화

유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고도	솔직하게	논의하고	있다.	토론자로

서	아란테	교수의	입장과	의견에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발표문을	읽고	개인적으로	궁금

한	것과	앞으로	좀	더	부연해서	논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자	한다.

1.			절멸위기에	처해있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라는	문제를	개발도상국으로	국한해

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미국과	캐나다의	native	인디언들의	

무형문화유산이라든지	일본	아이누족(Ainu)의	무형문화유산	등과	같이	선진국

에서	현재	수행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책과	방안과	연계해서	함께	논의

를	진행한다면	개발도상국만이	가질	수	있는	특수한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무형

문화제	보호와	관련한	도전과	전망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무

형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이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빈곤이

나	사회적	배제와	같은	사회	및	경제적인	요인에	못지않게	개별적인	국가나	문화

권이	가질	수	있는	문화적	전통과	관련한	독립적이고도	변별적인	요인도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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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다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2.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2003년	채택되면서	개발도상국의	무형문

화유산	보호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좀	더	제시되었으

면	한다.	또한	2003년의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전에	진행되었던	무형문화유산

을	보호하기	위한	유네스코의	대표적인	노력과	경험	중에는	‘전통문화와	민속의	

보호에	대한	권고안’과	‘인류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	선언	프로그램’등이	있

다.	이러한	권고안과	걸작	선언	프로그램이	2003년의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과	

비교해서	절멸위기에	처한	개발도상국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데	어떠한	기

여를	했으며,	또한	한계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3.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서는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한	지식,	재료,	개량	외에

도	창작,	원작자	등의	요소도	중요하게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오랜	시간동안	전승되어	오는	전통성이	강조되면서도	때로는	개량

될	수도	있으며	새로운	형태로	재창작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시대

적	그리고	주어진	사회분위기에	맞게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도	있지만	상업적인	

목적에	치우쳐	인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이

러한	측면에	대하여	아란테	교수의	의견을	듣고	싶다.	

4.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이	어떠한	사회에	속하고	어떠한	구성원들이	주도적인	역

할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에	대한	편견과	완고성	그리

고	성과	연령에	기반을	둔	권력관계나	계급관계	등의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그

렇다면	이러한	사회에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이	역

할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해결책은	어

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5.			무형문화유산의	목록화	작업과	관련해서	브라질과	남미에서	진행중인	무형문화

유산	목록화작업의	사례가	궁금하다.	또한	브라질과	남미의	사례가	다른	개발도

상국의	사례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으며,	개별적으로	브라질과	남미의	

사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아란테	교수의	의견을	듣고	싶다.	

6.			무형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절멸위기에	처해있는	무형문화유산

의	보호라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다문화주의와	도시화라는	오늘날	지구촌의	최

근	여건을	고려한	미래의	대안과	전망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	싶다.

7.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한	지적재산권의	문제도	무형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

과	보호라는	입장에서	중요하게	취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란테	교수의	의

견을	듣고	싶다.	

8.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인류학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의견에	전적으로	동

의하면서도	작은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인류학자로서	무형문화유산을	지속적으

로	찾아내고	선정하고	그리고	목록화	작업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체계적인	보호

라는	일련의	정책과	행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인류학자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윤리문제도	함께	논의할	수	없는지	궁금하다.	

안토니오 아란테 교수의 답변

아란테	교수는	민족지학적	자료의	활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종류의	민족지학적	자료를	전면적으로	활용하든가	아니면	아예	활용하지	않는	편이	낫

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자료를	단편적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연구의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슈들을	제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민족지학적	자료가	쉽게	조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격차와	관련하여	아란테	교수는	그러한	격차나	차이를	해소하

는	방안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각	국가별로	또는	각	국가	

내	지역이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너무나	많은	특성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가들의	개발	정도는	동일하지	않으며,	내부	상황도	저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아란테	

교수는	협약이	이행되고	있는	상황이	야기한	결과	또는	결론을	대해	추가적으로	평가

하고	보다	깊이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표의	정치와	관련하여	아란테	교수는	인류학자,	비정부기구	및	공동체의	목소리

를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단체들이	처한	윤리적	문제를	언급했다.	이들	단체가	스스로

에게	공동체의	공식적인	해석자라는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심각한	문제

이다.	정치에	관해서는	선택을	할	수	없고	어느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불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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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든	것은	사람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비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발표를	마치며	아란테	교수는	2003년	협약과	관련된	이슈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또한	스스로에게	공동체의	해석자라는	임무를	부여하여	공동체를	지원하고

자	하는	전문가들과	관련된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션 3.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무형문화유산 진흥 방안

좌장을	맡은	팀	커티스	유네스코방콕사무소	문화부장은	제3세션	좌장을	맡게	되

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발표자들을	소개했다.

임돈희 동국대학교 석좌교수의 발표문에 관한 토론

이상현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교수

본	발표문에서	임돈희	교수는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였던	한국의	무형유

산	제도의	특징,	특히	유네스코의	무형유산	제도의	운영에	도움	혹은	참고할	수	있는	

한국무형유산	제도의	특징을	기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무형유산	제도가	등장하게	된	배경,	운영의	특징,	예를	들어	보

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	운영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발표자는	이	분야에	전문가답게	

단순히	한국의	무형유산	정책을	기술하는	데	머물지	않고	현재	한국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논의	중	핵심적인	사항,	인위적	보존의	문제,	무형유산의	박제화	문제	그리고	서

열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네스코	무형유산	정책이	한국의	

무형유산	정책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	언급하고	미래의	한국의	무형유산	정책의	방향도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있다.

본	토론자는	무형유산과	관련된	연구를	일부	하였지만	직접	정책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발표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실	관계	확인이나	문제	제기를	

할	위치에	있지	않다.	다만	본	학술대회가	유네스코의	무형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구체

적으로	점검하는	학술대회이며	이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이	본	

발표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토론자는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평자는	발표와	관련

된	몇	가지	궁금한	점	그리고	보완되어야	할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은	무형유산	정책은	다른	국가보다	일찍이	실행하였고	운영에	있어서도	다른	

국가에	모범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사례는	다른	유네스코의	무형유산	보

호	및	활용	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전망할	수	있다.	실제로	무형유산	

보유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그리고	인간문화재의	지정	등은	다른	국가의	무형유산	정

책	그리고	유네스코의	무형유산의	보호와	활용	정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

고	생각한다.	

다만	한국의	무형유산	정책에	대한	특징을	언급하거나	최근	논의	사항만을	간략하

게	언급해서는	한국의	무형유산	정책이	유네스코	무형유산	정책	발전을	위한	하나의	

사례로	참조하기	힘들다.	이를	위해서	도리어	한국	무형유산	정책의	등장	배경과	운영

의	특징에	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발표문에서	언급한	최

근에	논의되고	있는	세	가지	쟁점이	등장하게	된	이유와	배경	그리고	다양한	보호	대책

이	등장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기술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한국의	무형유산	정책은	발표자가	강조한	것처럼	다른	국가보다	일찍이	시작

하였다.	다만	본	논평자는	무형유산	정책이	시행된	동기는	사라져가는	무형유산에	보

호라는	문화정책에	측면보다는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당시	군사정권의	정치적	목적	그

리고	산업화	정책에	대한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차원으로	주로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구체적인	보호	및	활용	계획이	부족한	상태에

서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보완	작업이	진행되었고	또한	당시	정권의	통치	이념에	부합하

는	민속이	무형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한국의	무형유산	정책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무형유산	지정에	있어	특정	학자들

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정	민속을	무형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조사하

고	이를	승인하는	모든	과정에	민속학자	혹은	관련	학자들이	모두	참여함으로써	그들

이	관심을	갖고	있는	민속만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인위적	보존,	박제화	등	발표자가	최근	한국의	무형유

산에	대한	논의에서	제기한	문제	이외에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켰다.	이는	최근의	여러	

지역	사례	연구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비단	무형유산	정책은	국내	문화계에	논의에	한정되지	않고	인근	나라와	문제	발생

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에	대한	동북아시아의	특정	국

가	간에	문화	헤게모니	싸움에서	보여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강릉단오제가	유네

스코	무형유산에	등재되고	이에	대해서	중국에서	항의하였고	아리랑이	중국의	무형유

산으로	등재된	것에	대해서	한국에서	강력	반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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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이전부터	각	국가에서	무형유산	정책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

만	국가의	정치적	목적에	활용되었고	유네스코	무형유산	정책도	연장	선상에서	이해하

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특정	무형유산과	관련된	이러한	갈등은	최근	

동북아시아에서는	특정	영토	소유권에	대한	심각한	대립으로	극명하게	표출되었다고	

생각된다.	

2003년	협약이	공포되고	2년	후인	2005년	11월	16일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창

립	60주년	기념식에서	유명한	인류학자	끌로드	레비	스트로스는	문화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마	국제연합	교육문화과학	

기구인	유네스코가	무형유산협약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도	궁극적	목적	중에	

하나는	세계	평화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동북아시아에서	유네스코	무형유산	지정과	관련된	일련의	잡음도	정

책의	문제가	아니고	유네스코의	정책에	대한	각	정부의	일부	무형유산	담당자	혹은	연

구자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학술대회와	같이	유네스코

정책에	관한	학술대회에서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존과	활용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

해서	다양한	국가의	무형유산	정책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으나	유네스코	무형유산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도	심각한	논의가	필요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임	교수의	발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본	학술대회에	주관	부서

에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한다.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개최되는	유네스코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술대회	혹은	연구	사업은	주로	국제적	협력	혹은	보호	정책과	가치의	극대화	

등	정책	수행	방법에	한정되어	진행되고	있다.	이는	국제기구의	한국	유치	혹은	많은	한

국의	무형유산을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다만	이러한	논의와	더불어	특정	민속이	국가	혹은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이후에	변화	관계	등에	대한	학문적	논의도	진행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그동

안	한국의	전통	문화	중에	일부가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으나	지정된	이후에	

변화	관계에	대한	논의가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다.	본	발표문에서	판소리	지정과	영향	

관계를	언급했듯이	특정	한국의	무형유산이	유네스코	무형유산	지정	이후	국민들의	

인식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	특히	유네스코	무형유산	관

계	전문가들	사이에	논의가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다.	

지정	이후의	변화관계에	대한	연구는	유네스코	무형유산	정책의	특성과	한계를	제

시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임돈희 교수의 답변

임돈희	교수는	이상현	교수의	발표에	감사를	표하며,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제도는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수립되었다고	운을	

뗐다.	임	교수는	민속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하나는	‘옛	것’이라는	측면,	

다른	하나는	‘우리의	것’이라는	측면이다.	국가가	민속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일	때,	보통

은	한	가지	측면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과거	외세의	박해를	받은	국가

의	경우	문화를	지킴으로써	정체성을	보호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임	교수는	또한	

많은	지도자들이	문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협약의	등재	메커니즘이	경쟁을	부추겨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	교

수의	지적에	동의했다.	이러한	상황은	분명	협약의	정신에	위배된다.	임	교수는	유럽	소

재	유적이	80%	이상	등재된	1972년	세계유산협약	등재목록을	그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의도와는	다르게	유산을	많이	등재한	국가일수록	문화적으

로	발전했거나	선진국이라는	상관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임	교수는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무형문화유산	등재목록에도	전파되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등재	유산이	등재	유산보다	가치가	떨어진다는	

인식을	하루	속히	없애야	한다고	임	교수는	지적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갈등을	

해소하고	모든	무형문화유산을	평등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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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레스와르 갈라 국제인클루시브박물관 관장의 발표문에 관한 토론

레티민 리 베트남문화유산가치증진연구센터 소장

무형문화유산은	경제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관광을	위한	주요	잠재	자

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때	새로운	난제가	대두되

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게	된다.	갈라	관장이	언급한	‘지속가능한	문화

관광’은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서	모든	국가에게	필수적인	고려사항이	될	것이	확실하다.		

전	세계적으로	점차	많은	수의	문화관광	프로그램이	특히	무형유산의	영역에서	시

작되고	있다.	베트남에서도	각	지방정부들이	유적지나	문화유산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관광이	매우	높은	경제적	혜택을	가져오

고	다른	분야에	비해	위험	부담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움직임은	수긍할	만하

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이	위험에	매우	민감하고	취약하며,	이러한	유산은	활용하면	

할수록	변질	및	손실의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종류의	무형문화유산이	수많은	관광객들의	요구와	압력을	견디어	내질	못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관광과	무형문화유산,	양자를	모두	유지하기는	지극히	힘들다.	관광	

그	자체가	무형문화유산과	그	표현물의	근본적인	양식과	형태를	변질시키거나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형문화유산을	아름다운	풍경에	비유한다면	관광은	이	풍경을	가

로지르고	관통하는	길과	같은	것이다.	관광	개발이	진행되면	될수록	길은	보다	넓어지

고,	그	결과	풍경	자체가	변형되기	시작한다.	

베트남	이곳	저곳과	여타의	방문지에서	본인이	목도한	바는	관광	개발이	지속	불

가능할	정도로	진행되면서	무형문화유산이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하	지앙(Ha	

Giang)	지방에서는	다오(Dao)족의	성인식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날마다	거행된다.	사파

(Sapa)와	라오	카이(Lao	Cai)에서는	(오늘날	소수	민족에	속한	연인들의	의례화된	구애

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장이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선다.	이러한	전통	생활	문화에	대

한	무형문화유산인	의식은	오늘날	전문	예술가들이	각본에	따라	수행하고	있다.	콴호

(Quan	ho)라는	전통	가요(현재	베트남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에	공식	등재됨)를	남녀가	짝을	이루어	공연하는	대신에,	3천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합

창단을	활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버금가는	문제점에는	저품질의	

전통	공예품과	상품이	관광객들에게	판매되거나	문화유산	전수자들이	장사꾼,	전문	

판매인,	행상인으로	변질되는	양상	등이	포함된다.		

지속가능한	문화관광을	위해서는	문화유산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기록하는	등	

무형문화유산	목록을	만들며,	소중히	보존해야	할	공동체와	무형문화유산을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무형문화유산을	오로지	관광	개발의	용도로만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갈라	관장의	주장에	동의한다.	또한	이	정책에	대한	지방	정부와	관광	프로그램	기획

자,	공동체의	인식	제고가	필수적이다.	

지속가능한	문화관광을	위해	공동체는	관광	산업에	뛰어들기	전에	공동체의	역량

을	강화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의	종목과	관광객들이	문화유산을	공유하게	되는	방

식에	대한	결정은	공동체	주민들이	내려야	한다.	이	경우	박물관은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된다.	박물관을	통해	공동체는	자신들의	주장을	발전시키고	표현할	수	있으며	관광객

들의	살아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경험을	강화할	수	있다.	관광을	목적으로	문화유산을	

활용할	때에는	계획	및	실행,	모니터링	과정에	공동체	주민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공동체의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관광	상품의	진정성과	관광	서비스의	질이	보장될	것

이다.

국가는	지속가능한	문화관광을	개발하기	위해	문화	활동과	관광	관련	활동에	협

력하고	조율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두	활동	영역은	때로는	서로	교차하지	않고	

평행을	이루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해	결과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있어	다양한	

위험이	발생하기도	한다.		

관광	프로그램	기획자와	관광객들은	문화유산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

다.	무형문화유산의	표현에	필요한	기억과	연관된	자연	공간과	장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를	실시할	때	문화유산	보호	쟁점을	우선

시해야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문화유산	연구	활동을	담당할	전문	직원과	문

화와	관광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춘	공무원과	관계자를	양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	이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지식은	문화유산	보호	활동의	전문적	실행에	필

요한,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및	규율,	기준,	목표,	필수	요건에	관한	지식이다.	

문화	다양성에	대한	갈라	관장의	관점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관광의	초점을	단순히	

유네스코가	이미	인정한	유산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소수	민족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	유산을	선보일	수	있도록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지속	가능성의	성공	여부가	바로	

이러한	기회의	창출에	달려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가	자신들의	유산을	스스로	책임지고	경영하는	자기경영	방식을	

지지해야	하며,	이는	문화관광에서	창출되는	경제적·사회적	혜택을	해당	공동체와	함

께	나누는	방식으로	보아야	한다.	문화관광에	대한	계획이나	프로그램은	구상되는	즉

시	실행할	필요가	있다.	무형문화유산	자원을	적절히	관리한다면,	해당	유산이	보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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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지역은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문화유산	보유자가	문화자원을	오

늘날의	시장	경제에	적합하게	활용할	때	문화유산은	잠재력인	동시에	추진력으로서의	

작용하게	될	것이다.	운영진과	연구자들은	공동체가	증진시킬	만한	문화유산을	확인하

고	문화자원을	발전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아마레스와르 갈라 관장의 답변

갈라	관장은	레티민	리	소장의	논평에	감사함을	전하고	한	마디	덧붙이고자	했다.	

갈라	관장은	우리가	기준	규범의	설정	수단을	논의할	때	주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경성법

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다수의	문화헌장은	세계관광기구	헌장	및	ICOMOS	헌장과	같

이	연성법을	수단으로	하며	다양한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헌장이	있다.	이	헌장의	

상당수가	무형문화유산을	사실상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형문화유산의	

증진과	협약의	이행을	사실상	지원하는	일종의	연성법을	마련하기	위해	사례연구를	토

론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우라 만차차리타디푸라 인도네시아 크리스사무국 차장의 발표문에 관한 

토론

정정숙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21세기	문화	다양성은	단순히	생물학적	종의	다양성처럼	다양한	문화가	존재한다

는	사실적	명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문화는	규범이	내면화되고	강화되지	않는다면	문화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계속	상기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일종의	규범으로	볼	수	있다.	

경제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경제는	사람들의	삶과	이들이	맺는	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되었다.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유통구조를	활용하는	국가

의	문화가	다른	문화를	지배하거나	심지어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문화	다양성은	개인부터	전	세계	인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에게	공동의	자

원으로	인식된다.	국제사회는	문화	다양성이	없다면	인류의	생명력과	삶의	가치를	거의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합의했다.	

문화	다양성의	이론적	토론을	넘어	우리는	실제로	문화	다양성을	유지하고	생기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곳에	있다.	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회

의	준비에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문화는	살아있는	유기체이며	모든	인간의	지적,	정서적,	영적	표현방식일	뿐	아니라	

표현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문화는	유무형	문화유산의	형태로	우리	삶에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극심한	빈곤에	허덕이는	국가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문화를	논하

는	것은	사치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들도	모두	나름의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

다.	이	고유문화를	자랑스러워하기도	하고	발전	목표를	세울	동기로	삼기도	한다.	모든	

문화는	보호하고	향유할	가치가	있으며	모두	인류의	유산이다.

특히	다른	유형의	문화유산과	달리	무형문화유산은	물리적	형태가	없기	때문에	더

욱	취약하다.	따라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시간의	경과와	함께	쉽게	훼손되고	사라

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자리에서는	가우라	만차차리타디푸라	차장이	발표한	공식,	비공식	교육을	통한	

무형유산	보호를	놓고	토론하도록	하겠다.

만차차리타디푸라	차장은	발표문에서	인도네시아	어린	세대가	교육을	통해	무형문

화유산을	경험하는	사례를	제시하면서	무형문화유산이	인류	공동의	자원이	되는	방법

론을	보여주었다.	

우선	무형문화유산이	전승되는	방식에는	정규,	비정규,	비형식,	3가지	방식이	있다.	

정규	교육에는	학교에서의	체계화,	조직화된	활동이	있고,	비형식	교육은	삶의	경험을	

통해	개인의	다양한	가치와	태도,	기술,	지식을	습득하는	평생에	걸친	과정,	비정규	교

육은	워크숍	등	일반적인	학교	시스템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

이	해당된다.	

이	세가지	교육방식은	무형문화유산의	세대간	전승에	있어	명확한	지침이	될	것이

다.	무형문화유산	교육이	정규,	비정규,	비형식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세가지	교육	

방식은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는	생태학적	환경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사회의	특정	교실과	분야에서뿐	아니라	모든	분야와	장소에서	무형문화유산을	제

대로	평가하고	향유하게	될	것이며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세가지	방식을	활용한다

면	그	생명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바틱박물관	관리자와	페칼롱안	시장이	서로	협력하여	학교	정규	교육을	제공하는	

바틱	문화유산과	와양인형극	보호	실행계획이	매우	꼼꼼하게	소개되었다.	

기본적으로	2003년에	제정된	인도네시아	국가	교육체계에	관한	법	제20호에	따르

면,	직접	교육의	다각화는	현지의	잠재적	다양화와	일치하며,	국내	교과과정에	지역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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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를	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	컨텐츠에는	현지	언어,	미술,	문화,	무형문화유산

의	유형이	포함되며	문화	다양성의	원칙을	지지한다.	

그러나	참으로	놀라운	점은	정책	자체가	아니라	정책이	실행되는	속도이다.	2006년	

페칼롱안	시에서	바틱	문화유산을	학교	교과과정에	포함시킨	학교는	한곳이었지만	2009

년경에는	페칼롱안	시의	230개교	모두가	바틱	문화유산을	지역	컨텐츠로	포함시켰다.

보다	놀라운	사실은	바틱을	배웠던	학생들은	다른	영역,	즉	집중력,	인내,	자신과,	

협동	정신	등에서도	발전을	보였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자신만의	바틱	스타

일을	고안하며,	프로그램이	주변	지역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는	무형문화유산을	통

해	성취할	수	있는	것이	거의	무제한이란	점을	보여준다.	

이처럼	귀중하고	훌륭한	사례를	소개해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	사례들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정규,	비정규	교육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개발원조

(ODA)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가?	발표문에	따르면	2003년	협약	제21조는	

‘모든	필수	직원에	대한	훈련’을	국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고려될	수	있는	활동의	하

나로서	인정하고	있다.	만약	ODA의	지원이	있다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는	보다	효과

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어느	정도의	재정적	지

원을	받는가?	인도네시아의	문화관광부와	1945년에	제정된	헌법에는	국가적	문화를	개

발할	의무를	명시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과	시스템을	알고	싶다.

셋째,	사만	춤과	같은	무형문화유산이	춤의	기원인	지역	이외의	곳에서도	행해지는

가?	사만	춤이	문화교류	프로그램으로	다른	국가에서	공연된	적이	있는가?	만약	있다

면	인도네시아와	해외에서	일년에	몇	번	정도인가?	학생뿐	아니라	일반	대중과	전	세계	

시민들도	이	무형문화유산을	즐기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훨씬	좋을	것	같다.	

사만	춤은	2011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긴급보호목록에	등재되었다.	이	춤을	추기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과	현재	몇	명의	학생들이	이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지	알려주시

길	바란다.

넷째,	바틱	박물관에서	바틱	문화를	훈련	받은	학생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2006년~2008년도에는	감소했으며(4815명	→	12905명	→	5749명)	교사의	수	역시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1053명	→	1798명	→	925명).	어떤	이유가	있는가?	한	가지	가능성은	소

규모	도시라는	점이	될지도	모르겠다.	도시가	작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

은	학생이	많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는	무형문화유산	교육의	다양한	접근법은	무형문화

유산	보호의	모범사례로	보인다.	이	방식을	다른	국가에	소개하고	공유하는	국제	네트

워크나	협력기관이	있는가?

무형문화유산	보호	교육에	관한	다양한	접근법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소개해주신	

가우라	만차차리타디푸라	차장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세대	간	

무형문화유산	전승에	공헌한	점에	대해	바틱	박물관에	참여한	모든	분에게	감사를	표

하고	싶다.

가우라 만차차리타디푸라 차장의 답변 

가우라	만차차리타디푸라	차장은	시간을	들여	발표문을	검토해준	정정숙	연구위

원에게	감사를	표했다.	인도네시아가	ODA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인도네시아는	

2005~2007년	동안	인도네시아	전통인형극	와양에	대해	원조를	받았다고	답하며,	해외

원조는	신청과	집행에	있어	때로는	상당히	복잡하다고	말했다.	지역자금이나	자기조달	

자금이	보다	덜	복잡하므로,	인도네시아에서의	보호활동	대부분이	정부를	통한	지역

차원의	자금	지원이나	비정부기관과	공동체	일원들에	의한	자기조달	자금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만	춤이	다른	지역에서도	공연되는지	여부에	대해,	만차차리타디푸라	차장은	그

러하다고	대답했다.	사만	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래	이에	대한	관

심이	높아졌고	이	해	말	사만	춤	정상회의가	개최될	것이라고	상세히	언급했다.

만차차리타디푸라	차장은	페칼롱안은	일부	학생들이	졸업해	나가고	새로운	신입생

이	들어오면서	매해	일정	수준의	학생수가	유지되기	때문에	학생수	부족이란	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학생들	대상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의	기회가	바닥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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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무형유산의 창조적 가치와 지속 가능 발전: 

효율적 연계방안과 과제

이삼열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2003년	협약이	채택된	이래	이룩한	빠른	진전과	관

련해	펼쳤던	주장을	요약	정리했다.	또한	다른	발표문에서	다룬	주요	관련	쟁점을	간략

히	언급하면서	논의를	전개했다.	특히	평화를	향한	다양한	근본적	가치(종교적	심리적	

가치)에	대한	피터	세이털	박사의	언급을	인용했다.	이	사무총장은	또한	무형문화유산

의	정의와	지속가능한	발전	여부	및	협약상	지속가능한	발전	여부를	다룬	발표문에서	

쉐리프	카즈나다	대표가	주장한	내용을	집중	조명했다.	가우라	만차차리타디푸라	차장

이	예로	든	바틱	문화에	대한	인상을	말하면서	이것이	한국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증

진을	위한	모델이	되거나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논평과	요약을	위해	카즈나다	대표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다.	

쉐리프 카즈나다 세계문화의 집 대표

카즈나다	대표는	무형문화유산협약을	아기에	대한	사랑에	비유하면서,	아기를	사

랑할	때에는	언제	닥칠지	모를	위험들을	인식하고	아기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시의	통신수단과	증거들을	통해	협약에	해를	끼칠만한	위험요인들을	인식한다고	설명

했다.	협약은	앞으로	성장해야	할	어린	아기와	다름없으므로	현재는	위험을	피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위험	중	하나는	협약의	초기	목적을	망각하는	것이다.	카즈나다	대표는	협

약이	작성된	당시에는	이	협약이	1972년	협약과	확연히	다르고,	무형문화유산의	진정

성이나	뛰어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을	청자들에게	상기시

켰다.	우리는	이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일부	국가들은	목록에	등재된	유

산만	지원하고	보호하며,	다른	유산들은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는	협약	정신과	괴리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무형문화유산이	등재되어	있든	그렇지	않

든	간에	보호해야	한다.	등재되었다고	해당	유산이	뛰어나다는	것은	아니다.	그저	등재

에	불과할	뿐이다.

카즈나다	대표가	지적하는,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또	다른	위험은	등재된	유산들

은	진화하는	살아있는	유산이란	점이다.	안타까운	점은	대다수의	경우	등재유산은	등

재되는	순간	변화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화석화된다.	그러나	이는	협약	정신

과	정반대이다.	이	유산은	살아있으며,	따라서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협약이라는	아기를	돌봐야	하며	이를	탄생시킨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카즈나다	대표는	토론을	끝맺었다.	

이삼열 사무총장

이	사무총장은	카즈나다	대표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고	무형문화유산은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관련된	사람들과	공동체의	삶

에	귀중한	유산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러한	유산이	유네스코	유산목록에	올라있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후세를	위해	유산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며	전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넷 블레이크 이란 사이드베헤스티대학 교수

블레이크	교수는	우리가	고려하고	연구해야	할	흥미로운	의견들이	많았다고	말하

면서	토론을	시작했다.	그녀는	그날	수많은	논평이	이루어졌지만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바로	무형문화유산협약은	국가	주도의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국가	주

권은	신중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무형문화유산협약은	다수의	여러	가지	

협약과	조약에	비해	특정	틀	내에서	보다	신중한	보호를	받는다.	블레이크	교수는	총회

가	정부	간	정책결정기관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	위원회는	정부	간	기관보

다는	보다	전문가	기관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블레이크	교수는	또한	많은	국가들이	협약이라는	틀	내에서	법과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을	들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네스코가	그	진행	방향을	주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	두	사례는	그	특수성이	협약의	당초	

개념에서	훨씬	멀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모범사례는	공유해야	하는	우수	사례이므로	보다	중시해야	한다는	팀	커티스	문화

부장의	생각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국가들이	유산의	등재를	너무	중시하는	문제와	간과되는	양상에	대해	블레이크	교

수는	문화유산을	목록에서	제거하는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만약	목록에서	뺄	수	

있다면	유산이	화석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생각을	밝혔다.

블레이크	교수는	공동체가	유산을	계속	행하고	시연하며	유지하고	전승할	의지나	

능력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	결과	사라지는	유산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토론을	마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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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인권,	특히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뿐	아니라	공동체의	정치적	권리에	관

한	것이라기	보다는	암묵적으로	협약에	관한	문제로	귀결된다.	확인된	전승에	대한	위

험요소는	권리	보장의	위험	요인들이다.	인권의	보장과	무형문화유산의	연속성	간의	

관련성은	연구할	가치가	있다.	실제로	공동체가	보호	받는다면	이는	많은	유산들	자체

를	보호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삼열 사무총장

이	사무총장은	블레이크	교수에게	사회	발전,	민주주의,	평등,	자유	등의	쟁점과	

충돌을	일으키는	전통문화를	보호할	때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질문했다.

자넷 블레이크 교수

블레이크	교수는	이	문제는	보다	폭넓은	토론에	해당된다고	대답했다.	이란에서는	

여성의	권리와	시행	중인	이슬람법과	관련해	보편적	권리	기준을	어떻게	조화롭게	적용

할지를	놓고	활발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블레이크	교수는	아직까지	해결된	것은	없지

만	여러	교훈들을	얻었으며,	이	교훈은	무형문화유산	등의	쟁점을	해결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점은	인권	쟁점과	관련해	이	쟁점들은	국가	내

에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며	각	사회가	이	쟁점들을	다루는	고유한	방식을	찾고	나름

의	특정	실행	방식을	모색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단	지역	차원의	대응이	한	국

가	또는	지역에서	발견되면,	그	다음에는	다른	국가에	알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시간을	연장해	토론을	계속하고	싶지만	당초	약속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즈음에서	토론을	마친다고	말했다.	그리고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준	모든	이

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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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

좌장

▶ 쉐리프 카즈나다

현재 프랑스 세계문화의 집 대표이며 이문화간 대화의 주창자로서 널리 활동을 펼치

고 있다. 아울러 유네스코 프랑스국가위원회의 사무부총장(2010-), 문화커뮤니케이션 

위원회 회장(1997-), 프랑스무형문화유산센터 소장(2011-) 및 무형문화유산 정부전문

가(2002-)로 활동 중이다. 또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의장

직을 수행하였다. 문화저널리스트로 활동한 바 있으며, 베이루트미국대학교에서 경영

학을 전공하였다.

기
조

발
제

▶ 팀 커티스

유네스코방콕사무소 문화부장으로 동남아시아 유네스코 문화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 센터 이사를 역임 중이다. 그는 지난 15년간 문화 인

류학자로서 유네스코의 국제 문화이슈를 담당 하였다. 또한 호주국립대학 아시아태평

양대학에서 바누아투 말라쿨라 나하이(Na’hai) 언어 사용자의 구전역사와 장소 간 관

계에 관해 ‘장소에 관한 담화‘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문화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3
세

션
 좌

장

▶ 박성용

현재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정책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전문위원과 중앙대학교 아시아문화학부 비교민속학과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

다. 호주 퀸즐랜드대학교에서 문화유산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아울러, 유네스코한국

위원회의 문화유산 담당자로 다년간 근무했으며, 그리피스대학교(브리스번) 문화예술

대학에서 선임연구원(‘04~’06)을 역임하기도 했다.

2
세

션
 좌

장

▶ 이근관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98년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된 제 18차 불법이전 문화재 환

수 촉진 정부간위원회(2012)에서 2년 임기의 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활동 중

이다. 세계국제법학회 한국본부 사무총장을 지냈으며(2001~2003), 대한국제법학회 

국제이사를 역임 중이다(2009~현재). 주요저서로는 “한국병합의 불법성 연구(2003)”, 

“국제법(2006)” 등이 있다.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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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참가자 프로필

세션 1

▶ 자넷 블레이크

국제문화유산법 전문가이며, 이란 사이드베헤스티대학 법대 부교수이다. 2000년에 

무형문화유산을 위한 국제규약 개발을 위해 유네스코의 타당성 조사를 준비하였고, 

2003년 협약을 위한 초안 그룹 서기로 활동한 바 있다. 2003년 협약 관련 주석서를 저

술한 바 있으며, 2008년 4월 토착 언어 및 사라질 위기에 처한 언어 보호에 관한 국제 

법률체계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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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삼열

현재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사무총장이다. 서울대학교에서 철학 학사학위를 

받은 후 독일 괴팅엔 대학교에서 사회과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약 20년 동안 숭실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하였다(2004-

2008). 이후, 유네스코아태국제이해교육원 원장으로 더 나은 교육, 연수, 평화를 위한 

국제이해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수많은 프로그램을 기획한 바 있다(2004-2006). 

아울러 한국철학회장 및 사단법인 에코피스 아시아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다.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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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미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장이자 문화인류학 교수이다. 1986년 서울대학교에

서 인류학 학사학위를 받은 후 하버드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 석사(1992)와 박사(1994) 

학위를 취득했다. 2007년 하버드대학교 인류학과 객원학자로 재직했다. 동아시아 맥

락에서 문화와 국제화, 문화유산, 음식과 정체성, 소비, 성, 초국가주의 등에 대한 연

구에 관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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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소영

현재 충남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지적재산권 분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0년 워싱

턴대학 법학대학원에서 상표가치희석 - 미국, 유럽연합, 동아시아 상표법 분석에 관

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저술로는 “전통 지식의 보호(2004)”, “고아 저작

물과 저작권법의 목적(2011)”, “특허풀(Patent Pool)과 시장경쟁(2006)”, “거울상 이성

질체 관련 발명의 특허보호(2005)” 등이 있다. 대전 고등법원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

으로도 역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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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구

현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인류학 박

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교포연구협회 회장, 국제이해교육 한국협회 부회장, 환경

사회학 한국협회 부회장, 한국 문화인류학과 한국 사회과학 저널 편집장, 그리고 코리

아 저널 편집장을 역임한 바 있다. 최근에는 한국환경운동연합회 정책기획위원회 회

장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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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토니오 아란테

브라질 캄파인주립대학교 사회인류학과 교수이다. 공공적책 및 문화유산 전문가로

써 비정부기구, 정부 및 유네스코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같은 국제기구에

서 프로그램 개발관련 자문을 맡은 바 있다. 상파울로 주립 역사보존위원회 (CON-

DEPHAAT) 및 국립역사예술문화연구소 (IPHAN) 회장으로서 문화정책 수립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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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건수

현재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버클리대학교에서 인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한국문화인류학회 이사,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 

교육개발 자문으로도 활동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에는 국제이주, 동아시아의 다문화

적 변화, 아프리카 이민자들의 다국적 네트워크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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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환영

현재 중앙대학교 비교민속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주제

는 의례, 축제, 구술전통, 사회적 소통, 문화변화, 21세기 도시민속 등과 같은 사회문화

와 사회민속이다. 1998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사회인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한국, 일본(오키나와), 중국, 몽골, 부탄 등 동아시아지역에서 활

발하게 현지조사를 수행하면서 동아시아지역의 문화와 민속을 비교연구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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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 메레 라투나부아부아

현재 피지 교육유산문화예술부 문화유산국 문화개발부장으로 재직중이며,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태평양지역 박물관협회 회장을 지

내고 있으며, 태평양공동체사무국의 태평양지역 문화정책개발 회장으로써 피지 대표

이다. 피지 문화기술대학 예술문화디자인 대학에서 16년간 부교수직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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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터 세이텔

1978년 스미스소니언 연구소 직원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수석민속학자, 웹마스터, 

소장 대행, 소장직을 두루 역임 하였다. 연구소 재직 전에는 프린스턴대학교 인류학 

조교수를 지낸 바 있다. 구비문학을 해설하는 방법으로서 비유, 묘사, 장르의 개념에 

관해 저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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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2

세션 3

▶ 임돈희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민속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임돈희 교수는 인디애나 대

학교 초빙 부교수를 지냈고, 현재 동국대학교 석좌교수이다. 또한 유네스코아태무형

유산센터 국제이사회 부의장을 역임중이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위원장을 지내고 있으며, 유네스코 아이티 문화유산보호 전문가 및 유네스코 ‘인류구

전 및 무형유산 걸작’ 프로그램의 국제심사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대한민국 정부로부

터 보관문화훈장을 수상하였다(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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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레스와르 갈라

인도 뉴델리 소재 자와할랄네루대학교에서 수학한 갈라 교수는 문화 전문가이며, 호

주 최초의 박물관학 교수로서 브리스번 퀸즈랜드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현재 

국제인클루시브박물관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있다. 인류발전의 문화적 다양성을 위한 

아태관측소 및 국제박물관협의회 교차문화 태스크포스 창립위원장과 유네스코 세계

문화발전위원회 수석자문위원, 국제박물관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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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우라 만차차리타디푸라

다년간 인도네시아 전통 인형극 ‘달랑’을 연구한 기능보유자이다. 현재 달랑전문가이

자 문화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1973년부터 인도네시아, 일본, 인도의 문화와 문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저술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 박물관, 무형

문화유산, 문화적 다양성 관련 협약 등에 대한 다양한 책과 논문을 번역했다. 현재 인

도네시아 국립크리스사무국 부회장이며 문화관광국과 KADIN 인도네시아재단, 유네

스코인도네시아위원회, 문화연구발전센터의 자문가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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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현

현재 국립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독일 튀빙겐대학교 민속학과에

서 독일의 민족주의와 민속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관심 분야는 무형유산

의 정치학 그리고 한국 중소 도시의 일상생활과 문화 등이다.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

소장과 한국학연구원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연구재단 인문학단의 전문위원(RB)

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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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티민리

현재 베트남문화유산가치증진연구센터의 소장이며,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이사

직을 겸임하고 있다. 1978년 호치민박물관 목록보존과의 전문가로 문화 분야에서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베트남 문화정보부의 보존박물관학과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유

산국에서 박물관학 및 문화경영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왔다. 문화연구 박사 학위를 취

득하였으며, 이 외에도 역사, 정치사상, 문화재관리 분야 학위를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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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숙

현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정책실 연구위원이다. 1994년 ‘일본의 자민당 파

벌 연구’로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자문위원회 전문위원(200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구위원(2006~2008), 경희

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 겸임교수(2009), 및 아시아 문화포럼 운영위원(2010)

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국제기구를 통한 문화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2005)”, 

“OECD 주요국가의 문화경쟁력 분석(2006)”, “문화분야 법제 정비방향 연구(2007)” 등 

다년간 문화 분야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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