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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or Lourdes Arizpe, a leading anthropologist in Mexico and former Assistant 

Director-General of the Culture Sector of UNESCO, had taken the lead in the ‘Culture 

and Development’ discourses of UNESCO until the resolution of the Convention, 

thereby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establishing the concept of ICH and defining its 

categories. Her presentation delivered information and deep insights on the history 

of the Conven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ICH and the community. She could 

not participate in the conference in person due to her schedule; nonetheless all the 

participants watched and listened to her forty-minute video presentation with great 

interests.

Mr. Tim Curtis, Head of Culture Unit of UNESCO Office in Bangkok, also helped 

in reviewing the past ten years of the Convention by summarizing the outcome of 

the Conven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suggesting new directions and tasks on 

safeguarding and promoting ICH. Ms. Noriko Aikawa, a leading player in UNESCO 

when the Convention was formulated, also gave helpful suggestions by revealing 

the challenges in making the mandatory ICH inventories and giving improvement 

directions.

Many others in the ICH field from the Asia-Pacific region shared their informative 

stories with us. 

As I said in my presentation, the ICH Convention was a great success, and it is further 

expected to influence institutional improvements, safeguarding practices,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throughout the world.
Hoping this report will be helpful in safeguarding and promoting ICH throughout 

Asia-Pacific region and in all UNESCO Member States, I thank all who participated.

 

Samuel Lee, PhD
Director -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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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ICHCAP)

Preface

In the fall of 2013, ICHCAP convened an international conference celebrating the tenth 

anniversary of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eld 

in Gwangju, this conference aimed at reflecting on the ten-year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its achievements as well as searching to develop future tasks.

Under the title of “Reflection on the Efforts to Safeguard ICH and Prospects for 

the Future”, this conference provided a useful opportunity to review the effects and 

outcomes of the ICH Convention on many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to 

share theoretical discussions as well as practical experiences with a panel of experts and 

various stakeholders dedicated to safeguarding ICH. 

The papers in this report show that the Convention has positively influenced the world 

in safeguarding, transmitting, and revitalizing ICH and has helped achieve great results 

in terms of institutionalization, inventorying, awareness-raising, and research.

But they also pointed out that most implementation activities thus far have 

focused on inscribing ICH elements on the Representative List, without trying other 

necessary safeguarding actions, such as preventing non-registered ICH elements from 

disappearing, protecting ICH through transmission, and calling for more action at the 

state and community levels. 

Above all, these papers show how ICH safeguarding has contributed to developing 

spiritual cultures and the advance of civilizations in history. In addition, with the papers 

explaining the background of the Convention, this report can be an important reference 

for researching and discussing ICH.

Professor Tu Weiming of Harvard University (at the moment of Beijin University) 

gave a keynote speech in which he sought a holistic spiritual culture by connecting 

reason, emotion, spirit, and body in Asian values and Confucian culture and proposing 

a spiritual humanism as a new paradigm for overcoming the modern notion of the 

Enlightenment-centered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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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 Value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piritual Humanism for Human Prosperity1

Tu Weiming

Professor Peking University

Introduction

Director-General Samuel Lee, distinguished guests, and fellow participants of this 

important and significant UNESCO conference to reflect on the efforts to safeguar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prospects for the future, it gives me pleasure and great 

honor to take part in this historical moment primarily as a student. I want to learn, to 

relearn, and also to unlearn, especially about intangible heritage that has suffered for 

more than a hundred and fifty years—a great deal has suffered to a point of cultural 

marginalization or even annihilation, especially in the motherland of the cultural 

heritage. Of course, I am referring to Confucian tradition—not just temples, academies, 

and tangible structures, but Confucian tradition as one of the most preciou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lements of East Asia, which includes not just China, but also Korea, 

Japan, Vietnam, and East Asian diaspora around the world.

1 This is a transcription of the oral presentation given by Tu Weiming at th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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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a survey conducted at the Institute of Cultural Communication at the 

East-West Center in Honolulu in 1984, in the five East Asian culture areas Korea, 

Mainland China, Japan, Hong Kong, and Taiwan, the ranking order of Confucian 

values has a vibrant presence among common folk. In other words, common people 

still subscribe to basic Confucian values. According to that very expensive study, the 

ranking order is as follows:

1. Korea

2. Japan

3. Hong Kong

4. Taiwan

5. China

In fact, this ranking order, in my view, has been preserved for the last thirty years. If 

we did a survey today, Korea would still come out as the most Confucian. Even though 

Korea is also highly Christian, it has rich traditions in shamanism and Buddhism. It is 

certainly pluralistic. And Korea still, in this sense, is pragmatically a Confucian society. 

Moreover, cultural China, which includes not only Mainland China, but also Taiwan, 

Hong Kong, Macao, Singapore, and the Chinese diaspora throughout the world, is now 

going through what we call a cultural regeneration, renaissance, or renewal, which 

is visible not only at the top—in the leadership or the elite, the most academic, mass 

media, the business community, and so forth—but also among commoners, people in 

general. According to one account, there are more than ten million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eight and thirteen in Mainland China that can memorize part of the Four 

Books.

 

Spiritual Humanism

Personal experience

To begin, I would like to share my personal experience in what I call the idea of 

spiritual humanism in the twenty-first century. And I underscore the word and the 

importance of spiritual. I’ve been developing this idea, together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colleagues, for more than a decade— since my participation in the UN after 

I was appointed by Kofi Annan in 2001 for the Group of Eminent Persons to facilitate 

the year of the dialogue among civilizations. The effort, of course, continued to 2004, 

when I was privileged to present my ideas on inter-civilizational dialogue at the special 

session of UNESCO’s Executive Committee or Executive Board in Paris by invitation 

from Ambassador Wrede of Germany at the time as well as Secretary-General 

Matsuura. I enjoyed a very stimulating and thought-provoking conversation with fifty-

eight ambassadors starting at ten o’clock in the morning and lasting until about one 

and continuing with lunch. Last year, I gave a talk at the annual summit of the Alliance 

of Civilizations in Vienna. I was very much encouraged that the Alliance, which was 

a collaboration of Spain and Turkey, is furthering this vision of cultural diversity and 

shared common values for the human commun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An age of crises

We are in an age of crises. According to one account, the viability of the human 

species is in question. Among many other difficult issues, we have to face international 

disorder, financial crises, the distribution of wealth, increasing violence (not only done 

by states and by groups but even sometimes by isolated individuals). We are facing a 

situation in which even just one person with the mobilization of various kinds of high 

technology can destroy a community. This is a very dangerous situation, and it is not 

just happening in Syria; it is also happening in Norway and many other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So I am very grateful to Samuel Lee for offering this 

rather rare opportunity to share my ideas with colleagues who have devoted decades 

to the safeguarding—which I will interpret as preservation, maintenance, innovation, 

renewal, and certainly creativity—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ound the world, not 

only in exterior civilizations, but especially in indigenous regions. 

Today, I share a highly condensed version of the idea of spiritual humanism, which 

requires not only individual efforts but also group efforts to be implemented.

The Enlightenment

Arguably, the most influential ideology in human history is the Enlighte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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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ality of the West, which began in the eighteenth century and continues with force 

today. It is still very powerful. I am talking about great Enlightenment figures, such as 

Voltaire, Diderot, and so forth from France. Of course, before Enlightenment came pre-

Enlightenment, with figures such as Leibniz, Wolfe, and Kant from Germany. Then 

we have the Scottish enlightenment thinkers, such as David Hume and Adam Smith, 

and of course, some major figures in America later. The reason I say it is the most 

powerful ideology in human history is that out this mentality grew both capitalism and 

socialism, not to mention liberalism, anarchism, communism, and so forth. In fact, 

these major ideologies have shaped not only human communities but also institutions, 

the market economy, democratic politics, civil society, multinational corporations, 

research universities, civil and military democracies. All of these are a part of the 

Enlightenment, which has never happened in pre-modern societies; these are part of 

the modern world. 

Negative Outcome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over the last half century, some of the most brilliant minds 

in the West—North America and Europe—probably responded to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the Enlightenment mentality. What are these negative consequences? 

• Very aggressive ethnocentrism—the human as the center of all things. 

•  Instrumental rationality—rationality applied not for communication, but as an 

instrument to control the world, manifested through imperialism, for example.

There is a Faustian drive not only to know and to appreciate but also to dominate and 

conquer. A teacher-friend of mine who recently passed away used the term possessive 

individualism. Rather than individualism focused on the identity of a person, possessive 

individualism is blatantly expressed by some of the most powerful financial whizzes, 

multinational corporate CEOs. They can never have enough. They have billions and 

billions of dollars, yet they are still extremely aggressive, possessive, and, of course, 

devastating to the hope for human coexistence.  

Positive Outcomes

One of the most important intellectual and spiritual developments in the last fifty years 

turned out to be feminism. In North America and Western Europe, some very profound 

and meaningful reflections on the human condition are discussed by scholars of 

feminism. Without a feminist revolution, it is very difficult to imagine the world today 

not only in terms of inter-human relationships but also in terms of power, in terms of 

governance, in terms of education, and so forth. Feminism is one of the great liberating 

traditions of the last fifty years. 

Ecological consciousness and wellness is another concept that has also become 

extremely important. 

 

Cultural Diversity

I think UNESCO has played a critical role in underscoring the importance of cultural 

diversity. The idea of multiculturalism, which is expected in America, is considered 

a curse by some neoclassical economists and in conservative religious views. But 

multiculturalism is a force of the world. The world is becoming diversified; it is not 

going to be controlled by only one or two or even three ideologies. We are moving 

away from this bipolar world. Some people talk about a tripod as the right way to view 

the problem: North America, European Union, East Asia.  But is India going to wait 

for the tripod to be in control? How about Turkey, Indonesia? How about Brazil? How 

about countries in Africa? All these societies are flourishing. And because they are 

flourishing, cultural diversity and religious pluralism need to be recognized not just as 

ideas but as facts of life. 

Dialogical World vs. Conflictual World

I would like to offer spiritual humanism as a sympathetic understanding and critical 

examination of Enlightenment mentality, as a philosophical resource for addressing 

some of the critical issues that we face. 

For a while, a colleague of mine promoted the notion of classless civilizations and 

had a great deal of popularity. Although conflict and tension will always be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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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views and mentalities are moving away from conflict. An increasingly large 

group is putting more emphasis on communication, on negotiation, on collaboration, 

on mutuality. The dialogical mode—rather than the conflictual mode—is the wave of 

the future. 

Part of the reason we fail to transform our civilizations into dialogical civilizations 

and allow conflictual situations to continue is that survivability of human community 

is highly doubtful. For our own survival to be flourishing, we need to understand the 

world in terms of globalization rather than simply in terms of homogenization. It is 

true that economic globalization enhances homogenization. Around the world, airports 

all have common features. Convention halls, universities, and any structure related 

to tourism and entertainment are highly homogenized. Yet cultural globalization is 

spreading very fast around the world. Originally, it was just assumed that cultural 

globalization, like economic globalization, would go through this homogenization 

process.

Language

Someone once told me that he believed that fifty or sixty years from now, there would 

be just one language that mattered. After a visit to China, he thought perhaps two. With 

the idea of homogenization, there was an obsession to have only one or two languages; 

yet despite this, despite the fact that dozens of languages disappear each year, and 

despite faulty notions about the power of English, linguistic diversity continues. After 

my colleague’s work on classless civilizations, he became obsessed with the problem 

of American cultural identity, with the question “who are we?” He is deeply worried—

and he is not alone—about the status of English in America because more than 50 

percent of Californians now speak Spanish as their native tongue. And that may also 

be true for people in New Mexico, in Florida, and in Texas. So this whole question 

about language diversity varies depending on the point of view. From the point of 

view of cultural diversity, from the point of view of cultural globalization, and from 

my own philosophical tradition, all the forces that shape a person into a concrete living 

person continue to be powerful and important for human survival and promotion. 

Thus cultural diversity includes: race, ethnicity, gender—which is why the feminist 

movement is so powerful—and language. Eighty percent of Chinese people speak 

Mandarin, but millions and millions of people are very much attached to their native 

tongue. In Taiwan, nationalists tried to impose Mandarin as the only language worth 

using and prohibited high school kids from speaking their native tongue, which people 

now do as a rebellion. Even among major officials, Hokkien is spoken deliberately 

against Mandarin. So language is not something that we can oppress. Singapore has 

recognized that as well.

Age culture

In the fifties and sixties, we began to realize that there is something called “youth 

culture.” Because demographics have changed, young people no longer learn from 

their fathers and grandfathers nor from their teachers; they learn about themselves; they 

learn from mass media. They have their own culture, their own entertainment, their 

own orientation. We have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age culture, and of course, of 

place of birth, the question of spiritual reality, and also class, the different social strata, 

not to mention the importance of religion, which means your basic value orientation. 

All these factors are important. This is the reason why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so 

great, why we need to learn from indigenous people because they manage to coexist 

with their mind for more than millennia, ever since the Neolithic period. They managed 

to do that, and modern people fail. There is a great deal we need to learn. We need to 

recover humanity. 

Core Values

The universal core values that we should all embrace include freedom, rationality, 

human rights, equality, legality—which means due process for all—and dignity of the 

individual. All these values happen to have emerged from the Enlightenment mentality, 

all because of modernization, early westernization, and globalization. Unfortunately, 

if you put all of them together, it is not enough for human survival—let alone human 

flourishing. In addition to freedom, you need justice. That is why the Islamic world is 

angry with the West. In addition to rationality, especially international rationality, we 

need sympathy; we need empathy; we need compassion. In addition to human rights, 

we need human responsibility, human duty, and duty consciousness. In additio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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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lity, we need to appreciate differentiation, differences. In addition to legality, we 

need to focus on civility. And of course, in addition to dignity of the individual, we 

have the question of social harmony.

For two thousand years, the Confucian tradition has evolved, starting with Confucius 

and then with masters like his grandson—Tzu-ssu—Mencius, and Dong Zhongshu 

of the Han dynasty. Over hundreds of years, they developed five core values, the five 

constant virtues. (First, in honor of the place where we are meeting, Gwangju, here is 

the letter gwang, which means “shining light” or “fire.”) The five core values are: 

• rén (仁) meaning “humanity”
• yì (義) meaning “justice”
• lǐ (禮) meaning “civility” 
• zhì (智) meaning “wisdom”
• xìn (信) meaning “trust”

The Enlightenment values emphasize freedom, rationality, human rights, equality, 

legality, and dignity of the individual. These are great values each one of us embraces 

as universal values. Confucian values are also universal values—humanity, justice, 

civility, wisdom—not just data, information, knowledge, but practical wisdom—

and, of course, trust. These are not Asian values as opposed to universal values; they 

are universal values deeply rooted in East Asia, just like the universal values that are 

deeply rooted in the Enlightenment. Dialogue is absolutely necessary. 

I’ve been lecturing in America for a long time, and students at leading universities all 

believe that humanity is an important American value—benevolence, righteousness, 

justice, not to mention civility, wisdom, and trust. 

I asked my students to choose between freedom and justice, rationality and empathy, 

rights and responsibility, legality and civility, and dignity of the individual and social 

harmony. Twenty years ago, an overwhelming majority of the students at Harvard—

about five hundred undergraduate students of all levels and from different disciplines—

chose freedom, rationality, human rights, equality, and dignity of the individual. Three 

years ago, before I left, I asked again. That time, justice was just as important as 

freedom, sometimes even more. If you look at gender differences, more women chose 

sympathy over rationality. Human rights still dominated, but human responsibility 

is coming up very quickly, not to mention civility. America has become a litigious 

society, so people appreciate civility. 

Conclusion

I’d like to end with the idea of humanity as a way of understanding the human 

being. We don’t have to define a human being as a rational animal, even though it is 

liberating—the Greek philosophers tell us. We don’t have to define the human being 

as a tool user like Karl Marx did, or as a linguistic manipulator. Human beings are 

holistic. Human beings are emotional, social, political, historical, and aesthetic. The 

six Confucian classics show us this. The Book of Poetry says that human beings 

are affective and emotional animals. The Book of Rites tells us that human beings 

are social animals. The Book of Documents tells us that human beings are political 

animals. Another book says that we are historical animals, and another says that 

humans are aesthetic animals. And the Book of Changes says that we are metaphysical 

animals. 

We must think not only with our brains and minds but also with our bodies. I had the 

great opportunity to serve as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Culture and Communication 

at the East-West Center in Honolulu. One of the things that I did was learn from 

Hawaiian kahunas—spiritual leaders. And through them, we managed to have a 

meeting with some of the most important spiritual leaders of indigenous traditions from 

a variety of Native American cultures. We asked them to choose a theme they would 

like to explore. After a few days of careful consultation with elders, they proposed the 

idea of ancestry, which implies a sense of continuity, a sense of participation. 

We are now entering an age of dialogue among civilizations, but there are two 

central dialogues that we have to conduct for our mission. One is the dialogue 

between religion and science, which means the two great traditions of the West, the 

Greek and the Judaic, will have to come together at some point. In the light of all 

spiritual traditions outside of the West—in China, in India, in many other cultures 

with indigenous traditions—we must think, reflect, rationalize, and feel and embody. 

These are not separate; they are part of the human community. The idea of “I think, 



Conference Report   Keynote Paper  

018

therefore I am” is totally outmoded. Descartes is a great philosopher, but it is totally 

outmoded. We think with our body. We want to understand the world here now, not as 

a secular world but as a sacred domain. Anything we do in the privacy of our home is 

socially, politically, and even metaphysically significant. So I propose that we may be 

philosophically beginning to think about the idea I proposed, which means embodied 

thinking, embodied knowledge. The word rén, as people who study Chinese know, 

means “humanity,” and the characters stand for “person” and “two.” The recent 

discovery of the Guodian material in 1993 gives us a good example that can be 

extremely stimulating. The character rén is not written as a “human” and “two,” but as 

the body on top and heart and mind at the bottom—this is humanity. 

So these four dimensions I mentioned—how to integrate heart and mind and soul 

and spirit; how to interact fruitfully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people, not only 

family members, but strangers as well; how to establish a sustainable, continuous 

relationship between the human species and nature; and how to develop a sense of 

neutrality and mutual responsiveness between human heart and mind and the way of 

heaven—are important for the development of a humanistic vision, which is abrasive, 

which is religiously musical, which is not a critique, rejecting everything that the 

Enlightenment taught us, but which aims to give it a moral sense, a human context.

Chapter 1.  
What Effects Has the 2003 Convention Had in 

the Asia-Pacific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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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of the Impacts of the 2003 
Convention to the Asia-Pacific Region1

Tim Curtis

Head of Culture Unit

UNESCO Office in Bangkok

Introduction

I would like to thank Dr. Samuel Lee for inviting me to give this tour of the impacts of 

the 2003 Conven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I’d also like to thank Dr. Weiming for 

giving a talk that situated the work we do in a broader context and explained our work 

wit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 found it to be a very stimulating talk and a great way 

to start this day and a half.

I am going to talk on a more basic level about what has been done as a result of 

countries coming together to ratify an international agreement that aims to safeguar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 was a very ambitious program in the beginning. I 

was privileged to see a little bit of it working with Ms. Aikawa at the UNESCO 

headquarters during the time leading up to the Convention.

1 This is a transcription of the oral presentation given by Tim Curtis at th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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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Let’s start with a quick overview. Today, a hundred and fifty-five State Parties have 

signed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vention, including thirty out of forty-four 

Asia-Pacific countries. In terms of United Nations treaties and conventions, this is a 

very fast rate. 

The fact that so many countries have signed so quickly shows that the Convention 

was responding to something that was felt throughout a lot of parts of the world and 

was responding to a lot of aspirations. The keynote speech gave us some understanding 

of why that was so. But what we do not know yet and might take some time to figure 

out is to what degree countries signing this Convention and coming together to talk 

about the importanc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s actually resulted in successful 

implementation and successful safeguarding. We need to keep asking ourselves to what 

degree ICH safeguarding is being embodied and enacted.

Finally, within the Asia-Pacific region, the Pacific island countries have a much 

lower level of ratification of the Convention, yet they have very activ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grams and have enacted them for a long time. 

Asia-Pacific Countries of the Convention

We are getting close to having the entire Asia-Pacific region in the Convention. The 

most recent countries in the region to have signed the Convention are Malaysia, along 

with Micronesia and Nauru, who signed this year. Some countries are still in the 

process but have already started implementing safeguarding practices, which I will 

discuss a little bit later. 

Listing

I will not spend much time on the question of listing in the Convention—although I 

will briefly talk about it— because I believe a later session and a later paper will look 

specifically at the issue of listing within the context of the Convention. We will see that 

the Asia-Pacific region has been particularly active in the listing process as almost half 

of the global listed elements come from the Asia-Pacific region, with three East Asian 

countries having the highest number of listed elements. These numbers clearly show 

that the listing aspect is considered important in this region.

The Three Lists

There are three lists in the Convention: the Representational List, the List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and the Register of Best Safeguarding Practices. There is 

an imbalance towards the Representative List, but if we look at the numbers, the 

lists are balancing out. Although at the beginning, there was a big push towards the 

Representative List, now, countries are starting to move towards a more balanced 

approach and starting to spread to the other lists. We shall see where that goes in the 

future. 

The Representative List has clearly resulted in increased awareness raising, which is 

an important element. But has it resulted in a significant increase in safeguarding? I do 

not think we have the knowledge yet to say yes or no.

Internal Oversight Service Report

Last week, UNESCO’s Internal Oversight Service Report evaluating the impact of the 

2003 Convention has been made accessible. The Member States of UNESCO have 

asked for a full evaluation of all the culture-related conventions, and the first one is the 

2003 Convention. Some of the elements I will be talking about draw on that evaluation. 

The evaluation, which is available online, is currently a draft to be adopted by the 

executive board in the next coming weeks, at which stage it will become a final report.2 

Four Axes of ICH Safeguarding

The evaluation identified four axes for safeguarding at the national level. I am going to 

give an overview of what might have been achieved in these areas. What this does not 

necessarily address is the real safeguarding at the community level. Sometimes people 

2 The final report can be found at:  www.unesco.org/culture/ich/doc/src/ITH-13-8.COM-5.c-EN.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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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Pre-existing Legal Frameworks

Other countries using pre-existing frameworks often come back to issues of archives 

and preservation, or copyright. Of course, these are important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ut defin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erms of archive and copyright may 

be missing out on the “lived” or “embodied” element that was expressed earlier.

A lot of the pre-existing frameworks have to do with intellectual property and 

archiving. What the Convention has brought around is a sense tha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first and foremost defined by the practitioners and communities themselves. 

Therefore, it has to be a lived heritage rather than an archived documented heritage.

Amending pre-existing laws and policies

Some countries, particularly here in East Asia, wher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olicies existed previous to the 2003 Convention, really moved the Convention along 

at UNESCO. Countries have been adapting and reviewing existing laws to bring them 

in line with the Convention. Japan amended the definition of intangible heritage for 

cultural properties with some impact, for instance, on the recognition of indigenous 

people. The Republic of Korea, Mongolia, and the DPRK have all amended their 

cultural heritage acts. Sometimes, these amendments are in line with the Convention; 

sometimes there is some dissonance, for instance in talking about preservation rather 

than safeguarding. However, the Convention has at least brought about a reflection 

within the administrations on these things.

Creating new laws and policies

A number of countries, including Bangladesh and Kyrgyzstan, are setting out new 

policies and laws. Lao PDR is in the process of reviewing policies and laws that they 

created in 2005. In Malaysia, the Heritage Act, which they passed prior to signing the 

Convention, has now kicked into force. We will hear tomorrow about Vietnam, who 

has made some rather radical changes to cultural heritage understanding as a result 

of the 2003 Convention. China has launched a major new cultural heritage policy 

ask me, “What is the best thing that can happen to intangible heritage?” And I say, only 

half jokingly, “The best thing that can happen is that there is no need for a Convention, 

no need for UNESCO, no need for research; it just is.” But the world today is moving 

at such a pace that there are forces at play that call for action. There is a need to frame 

that within policy, orientations, and conventions. The Convention is responding to 

those needs.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are one way of enacting safeguarding at the 

national level. Another is inventorying and defining scopes of national ICH, something 

that the Convention stresses as one of the obligations of the State Parties. Next is 

awareness raising because, sinc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transmitted through 

generations and since it is lived heritage that people enact themselves, being aware of it 

is a big part of safeguarding. Finally, there is the research and scientific inquiry element.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I want to look a little bit at what kinds of legal and institutional processes have 

been set up following the 2003 Convention and in the last ten years as a result of 

the Convention. We did a survey in the region. We found that some countries have 

no policy or legal  instrumentation for ICH or are in the process of drafting them  

as a result of signing the Convention. Some countries are using pre-existing legal 

frameworks. A number have launched new laws or policy  frameworks. Some are just 

amending what existed previously.

Drafting legal frameworks

For example, Bhutan and Palau are in the process of setting up new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rameworks. Bhutan is an interesting case because it defines access to cultural 

life as a key element its gross national happiness indicator. It sees participation and 

access to cultural life as a key indicator of fulfillment of society and as a sustainable 

development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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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ed to focus on sustainability, but we are not quite sure how to achieve this. 

Some countries have made more efforts in this sense than others. The Philippines has 

interesting examples of schools of living traditions.

NGOs

There are forty-four NGOs working in Asia and the pacific accredited as advisory 

bodies. The NGOs are identified as playing a key role in linking communities to 

governments and making sure that policies and laws are answering the needs of 

the communities. They can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monitoring government 

policies. But within the frame of the Convention, apart from the advisory boards 

for the nomination files, it is not quite clear what the relationship between NGOs, 

communities, and State Parties is in relation to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There are many grassroots NGOs and associations involved directly in safeguarding 

activities. In the next ten years, it would be good for the mechanisms of the Convention 

to engage more directly with them, which means that a networking and coordinating 

mechanism has to happen.

National Inventories

A lot of countries have started a national inventory list and begun a national inventory 

process. Twenty States in the Asia-Pacific are implementing the inventory-system 

process. Some are changing it. Vietnam, as I mentioned earlier, is an example of a 

country where the inventory process is being radically changed to align with the spirit 

of the Convention. Some are establishing new inventories in Central Asia. Clearly, 

this aspect of the Convention is raising awareness. It is creating discussions within 

countries. 

Inventories have their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which Ms. Aikawa and I will 

probably speak about a little bit more during the discussions related to inventories. 

Inventories were put in listing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as a key element of 

the Convention—not without some controversy. But in a number of countries that have 

not yet even signed the Convention, the inventory process has started. Those countries 

are preparing in anticipation of the Convention. Thus, we can see that the Convention 

in which ICH plays a strong role. This policy aims to promote the nation’s spiritual 

civilization through ICH and to recognize the diversity of minorities within China. 

The policy works through three systems, which are investigation, representative 

projects through listing, and inheritance and dissemination. Clearly, the 2003 

Convention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national cultural policy of China. 

China being such a large country, it really is a major impact.

Global view

About three-quarters of countries that have submitted periodic reports have 

initiated new safeguarding policies. A vast majority of them have integrated ICH 

safeguarding into pre-existing policies, and only a small number (twenty percent) 

have stand-alone policies. When they do have stand-alone policies, the emphasis 

is on awareness raising, transmissions, completing the inventories, creating an 

enabling environment, strengthening ICH’s functions, and documentation and 

recording. These are the kinds of the elements that the Convention wants and that 

represent the multi-faceted aspects of ICH safeguarding. In reality, if we did a 

deeper analysis of the budgets allocated to the elements and to the kind of work 

actually going on, we would probably find—although I do not have absolute 

proof of this—a stronger focus on documentation and recording, completing 

inventories, and research. So we may have more way to go towards creating more 

policies regarding the enactment of safeguarding.

Challenges

Some of the challenges we found is that ICH is not yet integrated into policies from 

other sectors that are related to sustainable development, as recommended. How does 

ICH relate to agricultural policies, to educational policies, to fisheries, to environmental 

management? ICH could have strong repercussions in all of these domains. And we’ve 

talked about the need for ecological sustainability, for example, which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challenges we are facing. 

ICH policies should enhance the viability of ICH in the community rather than 

emphasize documentation and recording. There has been increased awarenes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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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 to know was call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 is now widespread. 
It is a concept that has been accepted into academic and policy discourse. That 
in itself is quite an achievement because ICH is now something that is valued 
as cultural heritage whereas before, cultural heritage was just buildings. This 
achievement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We can see a lot more references 
to ICH in mass media and on TV. Communities who have been listed have in 
many cases reported a major reinvigoration and attachment to the ICH through 
that process.

We have also had challenges. We’ve had some negative impacts. In some 
cases, we have seen international tension over defining who owns a specific 
element of ICH. We have seen that in Asia, in Southeast Asia, and in East 
Asia. Who owns; who originally owned? The Convention is very clear: origin 
does not count. What matters is where it is practiced today, but these tensions 
have emerged as a result of the Convention, and we need to be aware of 
them. UNESCO clearly encourages the shared heritage as a means to advance 
regional cooperation and establish exemplary international safeguarding 
practice. We actively try to encourage State Parties to collaborate collectively 
on safeguarding shar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iversities and Research

There’s still a need for greater work in terms of universities and a network of 
universities in the region. The number of people doing advanced university degrees 
in ICH safeguarding is unclear. We do not have a massive body of scientific or 
academic scholarship on what works and does not work for ICH safeguarding 
like we do for tangible heritage. When the 1972 Convention was listed, there was 
already a long-standing academic body of work.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greater network, which is something the Convention should do among researchers 
and academics. It would be good to see ten years from now people with PhDs and 
master’s programs i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afeguarding, moving along the 
body of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what really works and does not work in 
terms of safeguarding.

has had some impact on national policy and practice even in countries that have not yet 

ratified.

Challenges

Some of the inventories are presenting a number of challenges. Again, the 

Convention calls for identification of ICH to be community-driven and based. Yet 

probably because of practicalities involved with working on the issues and habits 

within institutions, most inventories are being defined by experts and government 

officials rather than by communities. Some places are creating hierarchies; naming 

number-one, top cultural expressions. The Convention specifically tries to reject 

hierarchization of cultural expressions. But as with any listing system, once you 

include, you also exclude, and we need to consider the impacts of this.

Some countries are using authenticity or outstanding value as a definition 

for inclusion on the lists, but the Convention explicitly rejects the notion of 

authenticity. There’s a clear usage of the word authenticity in tangible cultural 

heritage that refers to using the same material as before, but the implications for 

that i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ve been considered problematic in that using 

the notion can lead to a freezing of the practice. 

There are also concerns about commercialization or folklorization through 

this process that have been recorded in some countries. The economic value 

of heritage is mentioned in the Convention, but when does that economic 

value become a distortion to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se are 

issues that have been reported both in the evaluation report and by countries 

themselves.

Awareness Raising

The biggest impact of the Convention seems to be on awareness raising at the 
international level. When I first joined UNESCO in 2000 with Ms. Aikawa, I 
had never heard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ven though I’d been working 
with it for the last six years, running around working on this thing that I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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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n the fact that we have a whole new set of challenges, the achievements of the 
Convention in the first ten years are laudable. We have seen quite an increase in 
awareness. That there are new directions and new challenges is a sign that things 
are actually working. When you solve one problem, you create a new one, and the 
process will probably continue. 

Thank you for your time.

Main Impacts

The main impact is significant awareness raising. In some cases, we have seen 
greater acknowledgment of ethnic minorities within countries as a direct result of 
the 2003 Convention. This is an important aspect in many countries where ethnic 
minorities in the past were not recognized as a discrete voice. We have seen a 
growing recognition of the cultural rights of ethnic minorities throug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utur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What can we see as some of the futur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Where do we 
want to go ten years from now? We clearly need to reposition Urgent Safeguarding 
as an expression of State Parties’ commitment. We want the Convention to be 
working on safeguarding endanger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not just be a 
kind of beauty show of the best. We need to move more in that direction, but there 
are some encouraging signs that this has been happening. We need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NGOs and particularly the participation of practitioners 
and communities. The processes of the Convention are central on paper, but in 
practice, they are peripheral. What came out of the evaluation is a need to link ICH 
more clearly to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ies, other sectors, and strengthen 
the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the Convention at international, national, and 
community levels.

Conclusions

Finally, pointing out where improvement may be required  should not be 
discouraging. We are still seeing revisions in the operational guidelines of the 
1972 World Heritage Convention, which has forty years of practice. Comparing 
the process in the early 1980s to today’s shows that it has dramatically changed 
and continues to change. We should not be discouraged, and we should not be 
surprised that the same will happen with the ICH Convention. We learn by d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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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st democratic among the suite of instruments in international heritage law 
is the 2003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ulture in sustainable development 
discourse in the Asia-Pacific region. This bodes well for the on-going struggle 
to provide a human face to globalization. Intangible heritage elements provide 
signposts for progress made in safeguarding the cultural and linguistic diversity 
of humanity. This paper focusses on bringing together people and their heritage in 
integrated approaches for promoting culture in development1.  The following three 
case studies exemplify approaches to safeguarding intangible heritage in Asia and 
the Pacific. The recommendation is that ICHCAP, with its mandate for networking 
and information sharing, promote such case studies.

1   Galla, Amareswar. (Ed.) World Heritage: Benefits Beyond Bord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and UNESCO 
Publishing, 2012 (English). Translations: French, UNESCO Publishing; and Korean,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13.

The Praxis of Safeguarding Intangible 
Heritage

Amareswar Galla

Executive Director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Inclusive Museum

niVanuatu from the Pacific2 

The Pacific provides one of the most dynamic examples of inventorization of 
intangible heritage. Inventories of intangible heritage are living documents. 
Vanuatu has developed over the past three decades a systematic programme for 
inventorying the living heritage of its over one hundred language groups. This 
is realized through the First Voice of the bearers and transmitters of its diverse 
intangible heritage.3  This unique approach known as the Community Fieldworkers 
Programme is directly managed and driven by the practitioner communities in 
the management of their own living heritage. The Vanuatu National Museum and 
Cultural Centre is the facilitator for this safeguarding process for both men and 
women. The Centre also implements research policies stipulated by the Vanuatu 
National Cultural Council that ensures ethical and accountable community 
engagement at all levels.  

The Centre provides a good example for facilitating synergies in managing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It is the responsible agency for the 
administration of Chief Roi Mata’s Domain, a World Heritage site. This ‘property’ 
consists of landscapes and waterscapes delineated by three sites on the islands of 
Efate, Lelepa, and Artok. Dating back to early seventeenth century CE, they are 
associated with the life and death of the last paramount  chief or Roi Mata. The 
sites include Roi Mata’s residence, the place of his death, and his mass burial 
site as a chief. The whole area i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living traditions 
surrounding the chief and the moral values he advocated. The designated area for 
World Heritage is in present-day Central Vanuatu.

The domain is a cultural space of convergence between oral traditions and 
tangible heritage sites. The descendants or present-day chiefs are the responsible 
custodians. It is the illustrator for the continuation of Roi Mata’s social reforms 
and conflict resolution inform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different community 

2 This example is based on material provided by Marcelin Abong, Director of the Vanuatu National Museum and 
Cultural Centre. Ralph Regenvanu, Former Director of the Vanuatu National Museum and Cultural Centre and 
until recently Chair of the Vanuatu National Cultural Council has been generous with time and support providing a 
range of published and unpublished materials.

3   Galla, Amareswar.  (2008) ‘The First Voice in Heritage Conserv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Volume 3, June 2008,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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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s in the regi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domain is through the 
primary stakeholders. It is their intergenerational responsibility. They are exploring 
pathways for future development of the local communities so that the benefit 
sharing does not diminish the inheritance of the niVanautu (indigenous peoples of 
Vanuatu). 

One of the projects in the domain is led by rural women. The focus is on 
sustainable livelihoods in the villages for poverty alleviation. It is about community 
development at Mangaliliu and on Lelepa Island. These villages are collectively 
known as the Lelema communities. The project entitled, Craft Revitalisation and 
Enterprise Program, aspires to produce high-quality, contemporary handicrafts 
using traditional techniques and knowledge. One of the activities includes 
inventorying and revitalizing some of the traditional crafts that are endangered due 
to the legacies of colonialism.  

The traditional communal systems of land tenure enable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heritage. The landowning chiefs are paid an annual tribute for the use 
of their land in tourism initiatives such as the Roi Mata Cultural Tours, bringing 
economic benefits to the Lelema community and to Vanuatu. The domain has had 
a unifying influence within the Lelema community. niVanuatu address holistic or 
integrated local area planning of both intangible and tangible heritage through the 
community fieldworker’s network and craft revitalization.

The above valiant efforts by the niVanuatu in the safeguarding process of their 
heritage face many threats. Changes to the land tenure and land leasing to outside 
interests are a major concern. Experiential tourism through Roi Mata Cultural 
Tours and accommodation in Bungalows could provide alternative livelihood 
opportunities to land leasing. Product development to enable adequate time for 
visitors to experience the domain with respect for the living heritage of the people 
is still a major challenge. Cruise tourism can contribute to job creation and poverty 
alleviation. 

Locating culture as an integral part of the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development of the domain is critical for the whole country. 
Chief Roi Mata Domain offers the potential for a demonstration project to 
develop responsible tourism in safeguarding intangible heritage in Vanuatu and 
the wider Pacific region.

Rice Terraces of the Philippine Cordilleras

In the Rice Terraces of the Philippine Cordilleras, community groups in clusters take 

responsibility for safeguarding intangible heritage and the environment. The Rice 

Terraces are a result of cultural traditions that bring together agrarian practices and 

rituals to ensure good harvests. Conservation of the Rice Terraces is based on the 

local knowledge systems. Primary stakeholder communities are responsible for the 

creation and maintenance of the landscapes. Traditional knowledge based cooperative 

management (the ubbu, the dang-a, and the baddang) ensure availability of help for the 

expansion and maintenance of the fields. The harvest of crops by the local communities 

includes the performance of agrarian practices and its associated rites and rituals.  

There has been a noticeable erosion of the performance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practices. Men prepare the land for planting. Women harvest the crops. Women played 

a significant role prior to colonial times as shamans and custodians of the Ifugao world 

view.4  However, disruptions during colonial times caused an imbalance marginalizing 

women from important spiritual and decision-making roles. In the customary political 

system, rice districts were governed by women who were also peacemakers. Now, 

priests are mostly men. Women with ritual knowledge only contribute on occasions.

Proactive intervention for the revitalization of this local intangible heritage has 

resulted in stemming the negative impacts on local community development. Men 

and women work together in the fields throughout the agricultural cycle. Balanced 

gender roles through the integrity of social relationships of the primary stakeholder 

communities and their cognitive processes have become critical to ensuring the 

viability and sustainability of agricultural world heritage. 

Documentation of intangible heritage through the indigenous knowledge experts who 

are the elders of the communities and the transmission of these elements to children 

allow for a sustained rice terrace conservation program. Children once again learn 

hudhud chants.5  The chants have become critical for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heritage values along with the associated knowledge of the agrarian landscapes.

4 Interviews and meetings with Ifugao elder Maria Galleon and Marlon Martin, 4-5, October, 2013.

5  The Hudhud Chants of the Ifugao were proclaimed as a Masterpiece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in 2001 and inscribed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in 
2008 by UNE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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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Rice Terraces enables continuity of traditional 

practices and innate dynamism to adapt to changes. The extent to which culture is 

recognized as a vector in safeguarding these highly vulnerable agricultural systems 

will provide the evidence for the success or lack of it in future. What is evident is that 

scoping synergies in cultural actions dealing with all forms of heritage is critical for the 

safeguarding of agrarian knowledge systems in Philippines and across Asia.

Participatory community engagement has been critical for mapping the cultural 

landscapes, the intangible herit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al practices and 

knowledge among the pilot sites illustrative of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6  They address concerns of food security, livelihoods and adaptive 

communities and small family farming by both men and women through complex 

interwoven roles in continuation of their localities. 

Hahoe – Village on the Winding River7 

Historical villages in Korea are characterised by diverse forms, including clan villages. 

They are representative of over 80 per cent of all Korean historical villages. Their 

genesis is from the late Goryeo dynasty (918-1392). They become typical of Korean 

villages from the latter part of the Joseon dynasty (1392-1910). Clan villages are on 

the decline with rapid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of Korea. Hahoe Clan Village 

is traditional and fully expresses the academic and cultural achievements of the Joseon 

dynasty. 

It faithfully adheres to the pungsu principle (traditional siting principle, feng shui 

in Chinese), in village construction. It is among the very few examples of intact 

traditional Korean clan villages safeguarding their original spatial layouts. It features 

three functional areas for productive, residential, and spiritual life. It is exceptional in 

the continued function of the areas.

Hahoe Village is a project in Korea addressing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6 Parviz Koohafkan and Mary Jane Dela Cruz, ‘Conservation and Adaptive Management of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GIAHS)’, Journal of Resources and Ecology, 2011 2(1) 22-28.

7 Keynote speaker and resource expert in the Hahoe workshop on Integrated Heritage Management organized by the 
Mayor of Andong,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nd ICHCAP of the Korean Heritage Foundation. February 
2011. The author also drew on both published and unpublished material from Hee Ung Park and Hyosang Jo,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nd Professor Okpyo Moon, Academy of Korean Studies.

diverse heritage resources, tangible and intangible. Hahoe has primary community 

stakeholders living in the village. It is a well-known village for yangban (literati). The 

inhabitants are mainly from the Ryu lineage, the descendants of Ryu Seong-ryong. 

Hahoe was designated by the Korean government as an Important Folk Property in 

1984 due to the large number of traditional upper-class houses built there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local Hahoe Mask Dance, traditionally performed by the servant 

classes, was made a state-designated Intangible Cultural Asset in 1980. 

The meaning of sustainable heritage development warrants an understanding of 

the layers of cultural values embedded in the recent history and heritage of Hahoe 

Village. It was recognized for its significance as a centre of Confucian tradition in the 

1970s. It was the beginning of nationwide recognition. One of the aspects of living 

heritage is that it could be used by a range of actors in societal development. The 

Hahoe Byeolsingut Tallori Mask Dance Drama was revitalized as a symbol of anti-

establishment movements in Korea in the 1980s. It profiled the village nationally 

and attracted many dissidents and students to Hahoe. The new found heritage 

consciousness soon made Hahoe a tourism destination from the early 1990s. 

Hahoe villagers as the custodians of local heritage have had to resist the external 

appropriation of Hahoe culture and struggle to reclaim their cultural custodianship 

of the village. The recognition of the skills and knowledge of the local communities 

has come to guide all conservation and safeguarding measures. Respect for local 

communities is considered critical in all cultural experiences.

The empowerment of the primary stakeholder communities, the villagers in their 

diversity of class, gender, and occupational contexts, has resulted in a strong sense of 

ownership and valuing of their heritage as carriers and transmitters of local knowledge 

systems. The opportunities for jobs and economic development provided through 

growth in local GDP, has led to softening the hierarchy of class status.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and responsibility for heritage conservation have 

become important among all classes in the village. Hahoe has become a symbolic 

project for Korea where the anticipated rural-urban migration will result in more than 

80 per cent of the population living in about twenty urban conglomerations. Valuing 

the rural life as the mainstay of traditional Korean life has become a concern for 

promotion to all levels of government. Moreover, villages such as Hahoe have become 

educational resources in school curricula to understand Korean history an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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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knowledge illustrated through tangible heritage of the structural and 

environmental resources is the main draw card in tourism. The experiences are 

facilitated through the creation of products that are informed by stories, performances, 

and skills of the carriers and transmitters of intangible heritage. The visitation numbers 

have increased substantially from the base line of 374, 391 in 1998 to over a million 

within a year stimulated by the UK royal visit and then averaging about 900,000 until 

2011. Domestic visitors continue to be over 97 per cent. International visitors have 

increased from 5,488 in 1998 to about 25,000 in 2011.

The conservation of Hahoe Village offers valuable lessons for totality of local 

community engagement, especially the value of traditional knowledge carriers. 

Outside expertise relies on specific heritage elements, often creating a binary between 

the tangible and intangible, but village community culture requires a neighbourhood 

approach or ecomuseology that brings all elements together. Promotion of participatory 

democracy by bringing together the village, local communities in and around it in 

stimulating community based development through heritage tourism contributes to 

poverty alleviation without compromising the integrity of heritage resources. 

Conclusion

All the three case studie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community ownership through 

empowering engagement and ensuring primary stakeholder benefits. These are 

valuable indicators so that the implementation of programmes and projects ensures 

economic and social benefits to the carriers and transmitters of living heritage values. 

Interventions top down by researchers, tourism agencies, or official policies could often 

drive an external perspective in conservation and minimise the First Voice of local 

communities. Such interventions marginalize community groups from dealing with 

viability and sustainability of intangible heritage in the face of rapid chang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what sustainable development means with regard to the 

local intangible heritage element concerned. What kind of safeguarding framework 

is required for ensuring and enabl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community 

ownership and primary stakeholder engagement? What is the evidence based benefits 

to the carrier and transmitter communities and their contextual ecosystems? What are 

the anticipated ways forward in bringing together local and neighbouring communities 

through the cultural,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dimensions of sustainability 

for safeguarding all forms of heritage? In celebrating the tenth anniversary of the 2003 

Convention, ICHCAP could aspire to promote diverse case studies and approaches 

approaches in the region, adding value to the growing professional knowledge in thi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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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 contemporains, les surmodernes habitent de moins en moins des pays, des espaces 
physiques, et de plus en plus des univers issus des savoirs nouveaux, de la créativité, 
des entreprises transformatrices, et génératrices de milieux et de cadres artificiels où 
l’existence humaine ne cesse de se techniciser.
 — Georges Balandier.1

In this new century, barriers are falling, customs are changing, and yet there is a core 

of meaning, of affect, of memory that people refuse to give up. In this flowing and 

foaming world, people rush towards the new, at the same time that they want to cling 

to meanings and shared experiences with other. Why? Because this sharing gives them 

a sense of self and of identity in an open world. The loss of such references are keenly 

felt, psychologically and politically, as is very evident in the world today.

It was the concern over this loss, in the turmoil of globalization, that led Member 

States to give UNESCO the mandate to generate actions for the protection of living 

1   Balandier, Georges. 2001. Le Grand Système. Paris : Librairie Arthème Fay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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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This was indeed a tall order and one which led to fascinating intellectual and 

political meanders. At the beginning of the nineties, the “cultural turn” in world politics 

and the rise of representational claims had led to new ways of understanding cultural 

flows in terms of “worlding”, heritage and emblems of identity. People in nations, 

cultural enclaves, ethnic groups, diasporas, and recently emerged cultural groups began 

to mobilize to position themselves differently in the new world order. Through a very 

complicated process, the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as successful in proposing a new concept for the recasting 

relationships among nations-states, culture bearers, creators and stakeholders.

Until two decades ago, the past had been enshrined mainly in built environments, 

pyramids, monuments, and perennial landscapes. Cultural heritage seemed to be 

fixed in stone while living heritage changed with the movement of the sun. In today’s 

world, the past is present in the performance of a dance in the morning while the 

future is another group’s performance of the same dance, this afternoon. Indeed, the 

present seems to occupy and ever narrower slit of time as the new technologies and 

globalization compress the timeline between creation and transformation. 

As the present thins out, it becomes evident, as never before, that the notion of 

“cultural heritage” is a moment in time, captured in heuristic trappings that are given 

legitimacy because they have been agreed on by a collective. The collectives that 

create a given practic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ay be a small ethnic group in 

the Himalayas, or the Rastafarian diaspora, or an international community of Mexican 

fandango practitioners in Los Angeles, Chicago, and Paris. Given that the key process 

in living cultural heritage is that it may shift from today to tomorrow, it follows that its 

definition and modes of safeguarding must go through intense intellectual, heuristic, 

and political negotiations within the plurality of collectives that practice it and with the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agencies that frame their recognition.

In a recent publication, physical cultural heritage placed in the World Heritage 

List, was defined as having the attributes of singularity, uniqueness, universality, 

interconnectednes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2 . In contrast, I would say tha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s as its main attribute the dynamics of performance 

and of exchange. Consequently, the normative and operational procedures of the 

2   Unesco. 2012. “Sustainable Development” in World Heritage Review no. 65, October, 2012. Whc.unesco.org/en/
review/65/ accessed May 20, 2012. 

2003 Convention have increasingly had to deal with the dynamics of singularity and 

plurality as different cultural groups lay claim to a given practice, uniqueness, as 

cultural groups clash over the territorial, cultural or ontological origins of a practice, 

locality and universality as some local groups cry out that their practice is being 

expropriated by involving it in macro-territorial international operations. There is no 

“interconnectedness” i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if cultures were fixed-stone 

entities. Rather, there is an “interculturality” of deep, recurrent cultural exchanges. 

Additionally,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s two other distinctive aspects. One is 

territorial, which has to do with the immigrant status of numerous cultural groups, in 

the geopolitical grid of nation-states. The second is the mise-en-scene of a cultural 

practice, that is, whether it is performed in the place that has been sanctioned 

traditionally as the only legitimate context in which to perform such a practice. Say, if 

the story-telling and acrobatics we see at the D’Jemaa el Fna plaza of Marrakesh are 

transferred to a theatre stage in Rabat or in Paris, are they still the same practice?

All these questions were present at the very beginning of recurrent debates abou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UNESCO, in 1972, 1973, 1989, 1995, as Noriko Aikawa 

explains in her chapter. The decision we had to deal with in UNESCO, in the nineties, 

was whether an international convention based on an extremely complex constellation 

of living practices, previously termed as “folklore”, “cultural traditions” and “customs” 

could be ‘captured’ in a juridically formidable normative international convention. 

At the time, as Assistant Director-General for Culture at UNESCO, I decided that 

work towards this convention should go ahead, with all the misgivings that I, as a 

social anthropologist, had always had towards such an endeavour, as is explained 

further along in this text. Part of my concern arose from the tension I could see rising 

between the increasing instrumentalization of the idea of culture as it had begun to 

be taken up in the policy debates on multiculturalism and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perception, shared by many of us social scientists, which Georges Balandier 

summarizes incomparably: “Les contemporains, les surmodernes habitent de moins en 

moins des pays, des espaces physiques, et de plus en plus des univers issus des savoirs 

nouveaux, de la créativité, des entreprises transformatrices, et génératrices de milieux 

et de cadres artificiels où l’existence humaine ne cesse de se techniciser.” 3.

3   Unesco. 2012. “Sustainable Development” in World Heritage Review no. 65, October, 2012. Whc.unesco.org/en/
review/65/ accessed May 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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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chapter, I will analyse the genesis of the concep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the creation of a chantier in which we must continue to carve and sculpt a term 

with which to understand human living performances. As best explained in French, a 

chantier is where an emerging perception about human creativity, which is still being 

negotiated in terms of old scientific and political viewpoints. And the balance which 

must be found is that between the basic need to keep selfhood while at the same time 

reconstructing power relations, opposing new oppressions and gazing anew at a world 

that has become unfamiliar. 

The 2003 UNESCO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reated a new, internationally legitimized concept for the recasting of cultural 

relationships among nation-states, culture bearers, creators, and cultural stakeholders. 

In the following pages, I will describe the different strands that influenced this, as I had 

the privilege to be a decision-making participant in this process, as well as a participant 

in subsequent meetings to set up the 2003 Convention.4  

As a starting point, I will say tha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ill continue to carry 

with it the heritage it has received from the concept of culture, that is, its polysemy. 

This is the story of how it came about.

Depths and Curves of Imagination and Politics

At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as industrial capitalism rose in Western European 

countries and subsequently in North America, Japan, and other countries, different 

combination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rearranging of historical cultures set the 

stage for a first worlding (“mondiation”5). That is, a world narrative about peoples 

bearing different cultures. In its nineteenth century version, this narrative, sustained by 

linear evolutionary schemes, pointed towards the convergence of all different historical 

and regional cultures, towards a single cultural outcome. To put it very schematically, 

at that time, the cultural option reflected the choice that industrialized societies 

4   I was a member of the U.N. World Commission on Culture and Development (1992–96) , Assistant Director-General 
for Culture at UNESCO (1994–98) and participant in the meetings to set up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1999–2002). See Arizpe, L. “An Anthropologist as Decision-making 
Participant in International Diplomacy”. In press.

5 I use “mondiation” in the sense in which Philllipe Descola uses it, not to refer to post-colonial discourse but to the 
creation of a worldview which then becomes prevalent in a society in a given historical period.

themselves were facing, of creating liberal democratic societies based on science or 

keeping their attachment to distinctive regional language and cultural communities. I 

mentioned this here because some of the arguments of such historical debates are now 

being heard, with other words and framed in other discourses, around the chantier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first quarter of the twentieth century the clash these two political philosophies, 

between “civilization” and “kultur” came to a head in the Second World War, with 

Nazism committing atrocities in the name of defending their volk, in whom they 

perceived a singularity and uniqueness that would lead them to political supremacy 

and to the annihilation of unwanted other cultures and religions. The clash of these 

two philosophies in the Second World War, needless to say, gave an unprecedented 

salience to culture in its aftermath. Thus, to end “the wars that begin in the minds of 

men,” UNESCO was created, to place imaginaries and cultures on the open stage of 

international political scrutiny.

Andre Malraux gave this new outlook a discursive form when he stated that “in 

the last twenty-five years, pluralism was born; and the old idea of civilization, which 

was that of progress in sentiments, in social attitudes, in customs and in the arts- was 

substituted for the new idea of cultures, that is, the idea that each particular civilization 

had created its own system of values, that these systems of values were not the same, 

that they did not follow each other necessarily…” 6  With these elements, he invented a 

new worlding for a decolonizing world in the 1950’s.

During that decade, as “economic development” became the blue print for the 

future in the United Nations, culture was alternatively conceptualized as an instrument 

for “cultural readjustment” or as an obstacle for development given the “culture of 

poverty.”7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original meaning of this concept, coined by 

Oscar Lewis, an anthropologist who followed Mexican migrants to the city, was that of 

the “subculture of poverty,” which he explained was an outgrowth of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8  In this sense, in thinking abou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ttention must be given to whether the cultural practices under scrutiny are historically 

6 Unesco, op.cit. :80.

7    Arizpe, Lourdes. 2008. “The Intellectual History of Cultural Institutions” in R. Walton and B. Vijendra (eds) 
Culture and Public Action. Palo Alto: Stanford University Press. 

8 Arizpe, op.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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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ived practices or those invented more recently by groups placed in positions of 

marginalization and poverty in economic environments. 

In the second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anthropology and ethnology drove 

ethnographic studies that carefully documented the creativity of local peoples, 

especially autochtonous and indigenous peoples. In developing countries, as 

modernization began to unhinge local cultures from their atavic frameworks, programs 

to offset this process began to emerge. In Mexico, for example, a country that had had 

a social revolution early in the century, state-sponsored research and cultural policies 

pioneered archeological and anthropological programs. Specifically a program of 

“Ethnographic Rescue” was set in place to try to protect the extraordinary cultures of 

indigenous peoples by placing them in museums. Such cultural institutions and policies 

were made known to the incipient UNESCO constituency in 1948, when the UNESCO 

Second General Conference was held in Mexico City. I would say that this era of 

trying to preserve the diversity of cultures by placing them in museums came to an end 

in 1995. At the time, at the UNESCO Executive Board Meeting in Rabat, Morocco, 

delegation after delegation from developing countries asked me, as the newly arrived 

Assistant Director for Culture, to stop creating museums or uninhabited historical city 

centers to do something for “living cultures”.

Three other processes placed culture at the center of international attention. The 

first was the well attested fact that, as I put it in many of my speeches, that “the 

globalization of cultural communications is advancing at a more rapid pace than 

economic globalization” while we anthropologists have not had and continue not to 

have the tools to analyze or to influence its course. The second was the rise of the New 

Right, as studied in Britain and expanded also in other countries, which was intent on 

redefining and appropriating the terms of culture, nation and race for their own ends 

(Seidel, 1985).

As a third process, many developing countries, coming from histories of anti-

apartheid and national liberation struggles as well as attempts to weld together 

culturally diverse regions, considered culture as an important banner in putting 

forth their demands for specific adaptations of structural adjustment and neo-liberal 

economic policies as well as greater political participation and equality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With such diverging points of view, it was understandable that the dialogue on 

culture in UNESCO between government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ternational 

cultural program officer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in the midst of them all, 

anthropologists, was wrought with difficulties. Yet the challenge, which all of them 

agreed on, was to create cultural guidelines and programs as fast as possible to help 

people deal with the rapids of cultural transformations in new space and time frames 

of reference. This is a process that anthropology must continue to be very active in but 

going beyond narrow advocacy towards a new active reflexivity about the nature of the 

web of meanings in the emerging international cultural space.

In the nineties, culture became a major instrument of international policy in the 

new political project for world capitalism and played a minimal role of the state. 

Paradoxically, this happened just at the time when anthropologists were questioning 

this concept and even proposing it be shelved. Interpretive anthropology had buried 

this term under that of “interpretations of interpretations” (Geertz,1973). Interpretive 

theories led the way towards postmodern approaches emphasizing meaning and 

subjectivity. Ethnomethodology, semiology and postmodern studies dissolved it into 

textual analysis and postcolonial studies revealed the Foucaldian power structures 

behind classic anthropological inquiry. 

More precisely, cultures could no longer be seen as bounded, fixed entities, in 

contexts of “dislocated histories and hybridized ethnicities” as people flowed into 

pluricultural urban settings (Hall, 1993:356). Culture was redefined, then, as a “site of 

contestation” (Cohen, 1974). The “cultural turn” in many disciplines not only pulled 

culture out of its ethnographically rooted methods, but dissolved it in the impossibility 

of believing in grand narratives. Such was the skepticism around this concept that in 

1998 Christopher Brumann published an article on why the useful concept of culture 

should not be thrown out (Brumann, 1998). 

It would be worth conducting a study to analyze why it was that, at the time that 

academic disciplines were ever more skeptical of the heuristic usefulness of the 

concept of culture, in the nineties, it was given preeminence as a concept in the politics 

of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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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Cultural Loss Becomes Visible, Culture Becomes Political

Although “cultural development” was mentioned as a one of the goals of the United 

Nations in the First General Conference in 1946, this idea was given international 

recognition only in the 1969 UNESCO document “Cultural Policy: a Preliminary 

Study.” 9 Criteria were formally recommended to define this concept and to link 

culture to the fulfillment of personality and to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especially to literacy programs. The document ended by restating that one of the 

main guidelines should be that literacy programs and “cultural development” be 

considered “an indivisible whole.” This preliminary proposal was followed by the First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held in Venice in 1970 and by a 

series of publications on cultural policies in the next decade.

International activities in this area culminated in the 1982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Mondiacult) held in Mexico, at which the basic 

guidelines for cultural policies were drawn up. At the meeting, although France had 

held the leadership in developing national cultural policies since the fifties, developing 

countries were very active in setting up cultural policies as a way of enhancing 

“endogenous development” based on “social pluralism.”10  Claims to national 

and local cultural identities after decolonization, as well as of rapid modernization 

in some developing countries, led the Group of 77 to propose the “Decade on 

Culture and Development 1987–1997” with UNESCO as its lead agency. Activities 

organized during the Decade, however, while valuable in many cases in encouraging 

ethnographic studies and creating national archives on folklore and folk art, mainly 

reiterated celebrations and festivities with little reference to development concerns.

The 1989 Recommendation on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Cultures and Folklore 

had set the stage for bringing this new issue onto the international stage but had not 

added a momentum to the discussion on culture and development. As a result, in 

1992, United Nations Member States, under the leadership of Sweden and the Nordic 

countries, proposed that a World Commission on Culture and Development be created. 

9 UNESCO. 1969. Cultural Policy: a PreliminaryStudy. Paris: UNESCO. 

10    This idea influenced several generations of Latin American scholars. At that time, as a postdoctoral student, I was 
active in the emerging Indian organizations in Mexico and had written on Indian ethnicities and the protection 
of their cultures. See Arizpe, Lourdes. 2014. Lourdes Arizpe Schlosser: a Pioneer in Mexican Anthropology. 
(Heildelberg: Springer)

When I was invited to become a member of the Commission, I had two decades of 

policy analysis on culture in my background.11  In 1979 Rodolfo Stavenhagen, with a 

group of anthropologists and writers, had created a pioneering government program 

for the safeguarding of local cultures, including urban ones in which I participated 

as a postdoctoral student. In a country that had given prominence to safeguarding 

archeological and ethnographic materials, and had given strong support for artisanal 

handicrafts, we argued that attention should be shifted to the producers of such 

materials and handicrafts, and their local cultures should be respected and promoted. 

In 1985—to my surprise—I was then designated Director of the National Museum 

of Popular Cultures. Most exhibits dealt with engaging with indigenous and urban 

cultural practitioners in setting up graphic and visual displays of their cultures and 

performances, through a new kind of museography. In facts specialists came from 

many countries of the world to see these exhibits. The aim was to have practitioners 

and stakeholders valorize such cultures and to influence government policies in this 

direction, and to rescue cultural or work traditions that were dying. In 1988, I left 

the Museum to becom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Union of Anthropological 

and Ethnological Sciences. In 1992 I was invited to become a member of the World 

Commission on Culture and Development and in 1994 I was designated Assistant 

Director-General of the Culture Sector of UNESCO.

Laying the Groundwork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work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Culture and Development between 

1992 and 1995, with nine consultations in different regions of the world, brought a 

wealth of ideas, philosophies and political undercurrents to the international debate 

which, astonishingly, we were able to bring together in the Report “Our Creative 

Diversity.”12  At UNESCO, in the follow-up to “Our Creative Diversity” five meetings 

were held to try to define indicators and indices on culture and development, as a 

complement to the human development index that had been created at the United 

11     In 1979 Rodolfo Stavenhagen, with a group of anthropologists and writers, had created a pioneering government 
program for the safeguarding of local cultures, including urban ones. It took us several years to carve out a policy 
concept on “culturas populares”. In 1993 the National Museum of Popular Cultures was created.

12  I was a member of the Commission, then placed in charge of the Secretariat of the Commission. At that time, I was 
also Assistant Director-General for Culture in UNESCO, 1994–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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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s Development Program. In my mind, the concepts discussed at these meetings, 

on indicators of “cultural development”, “cultural freedom”, “cultural diversity”, 

among others, gave important insights for recasting UNESCO´s heritage programs in 

terms of “living” and “meaningful” practices that had to be recognized, safeguarded 

and re-invented in the context of development. In the end, however, culture escaped 

from all the conceptual traps we had laid for it because of its polysemy and other 

unfathomables.

Although “traditional cultures” and “folkore” had been the main terms present in 

most debates and international programs, “cultural heritage” had been coined for 

the 1972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and the term of “intangible culture” had surfaced in meetings and UNESCO 

documents. Noriko Aikawa-Faure, as program officer at UNESCO, had carried out 

several projects, seminars, and international meetings with world anthropologists, 

especially George Condominas, to develop more robust normative instruments in this 

field, as she records very precisely in her chapter in this book. When she came to see 

me in 1995, as I was settling into my role as Assistant Director General for Culture at 

UNESCO, and asked me, as an ethnologist, to help develop an international instrument 

in the field of traditional cultures, I readily agreed.

We set up a project to hold five meetings in this thematic area in different countries 

in the next program of the Culture Sector. At that time, I was steeped into setting up the 

follow-up to the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Culture and Development, and 

we were very interested in creating indicators on culture and development, or perhaps 

even an index, along the same lines as the Human Development Index.13  I remember 

a meeting we organized in 1996 on indicators on cultural and development at which 

we also experimented with several terms to denote living cultural heritage. Those of us 

who were anthropologists proposed “expressive culture,” but other suggestions were 

“creative heritage,” “philosophical heritage,” “intellectual heritage,” “self-expressive 

cultural heritage,” and other, wilder ones that were soon discarded. The discussion ran 

along two axes: the “physical-intangible” attributes that would allow for a connection 

to be made with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World Heritage List; and the “formalized-

13     Mahbub ul Haq, one of the major theorists of the Human Development Index, was a member of the Commission, 
and I myself had also worked with r esearchers in developing that Index at the United Nations Program for 
Development.

expressive” attributes, in an attempt to capture the structural versus the transformational 

nature of the practices to be described. The lexical differences of terms in different 

languages were also discussed.It was finally in the staff meetings with Noriko Aikawa 

and program officers of the culture sector that the decision was taken to tak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the official term for the work that UNESCO would develop in 

this area. We were all aware that it was not precise enough, that “intangible” added 

a polysemy to the already very complex polysemy of the word “culture” and that 

“heritage” was a term that might even not exist in many languages. Nevertheless, it 

provided a heuristic to encompass the creativity implicit in the flow of thoughts and 

practices, the link to physical cultural heritage, the collective recognition of worth and 

the shared human capability to imagine and to invent culture.

The concep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id not entirely denote all that needed to 

be captured but the connotations it offered we hoped were wide enough to allow for the 

inclusion of the width and breadth of all languages and cultures. We also considered that 

subsequent work would allow a more precise denotation on the basis of more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work. As it turned out, once the term was coined for the Convention 

it was sequestered into a political glass cage and its ambivalences and contradictions 

have been managed exclusively through political and organizational procedures. 

As far as I am concerned, the meetings on cultural indicators and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llowed me to consolidate the shift in the perspective on culture which 

I had envisaged for the cultural programs at UNESCO. Thus, in the brochure of the 

Culture Sector for the 1998 General Conference, I stated my own definition of culture 

as follows: 

Culture is the continuous flow of meanings that people create, blend, 

and exchange. It enables us to build cultural legacies and live in their 

memory. It permits us to recognize our bonds with kin, community, 

language groups and nation-states, as well as humanity itself. It 

helps us live a thoughtful existence. Yet culture can also lead us to 

transform our differences into banners of war and extremism. So it 

should never be taken for granted, but carefully shaped into forms 

of positive achievement… today, as peoples of all cultures come into 

closer contact than ever before, they see each other and ask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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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how can we preserve our heritage? How can our multiple 

cultures coexist in an interactive world?14 

The brochure had a section on “Forms of Self-expression: the Intangible Heritage” 

assembled by Noriko Aikawa-Faure that explained that “…the world´s cultural heritage 

also comprises its oral traditions, languages, music, dance, and performing arts, crafts, 

and customs… UNESCO has long given its attention to the preservation of these 

constantly changing forms of cultural expression. However, a renewed momentum is 

provided in this expanded program….” 15

Working Definition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uman Rights, 

Cultural Domains and Local Agency.

Mr. Koichiro Matsuura, Director General for UNESCO (2000–2006), soon after his 

arrival, made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ne of his flagship projects. In his first year, he called for an “International 

Round Table on Intangible Culture Heritage—Working Definitions” that was held in 

Turin, Italy, to define the scope and elemen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at were 

to be protected with an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 I was asked to give the keynote 

paper at that meeting.

In my presentation in Turin, I strongly emphasized that the notion of heritage is 

constituted of meanings shaped by people’s perceptions related to objects, knowledge 

or practices. I explained that enactment is an essential and defining aspect of intangible 

heritage, which sets it apart from physical heritage, in the sense that this heritage exists 

and is sustained through people´s actions. On this basis, I argu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hould be understood as a process of creation, comprising skills, enabling 

factors, products, meanings, impacts and economic value, each of which I explained. 

Instruments to safeguar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hould then focus on protecting 

this process of creation which has handed down very valuable enactments from the past 

and which must be sustained so that societies can continue to create their own futures.

14 UNESCO. 1998. “From Weaving to websites: Unesco celebrates culture.” Brochure on the programs of the Culture 
Sector. UNESCO General Conference 1998.   

15   Op.cit.:10.

In answering the question of why a legal instrument to safeguar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as necessary, I provided the following answers:

  1.   to conserve human creations that may disappear forever. On the assumptions 

that a) human creations are to be valued, and b) the diversity of human creations 

is important for humanity.

2.   to give world recognition to certain kind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suming that a) all world inhabitants have a stake in conserving such heritage 

and b) that nations and groups gain from world recognition of their heritage, 

and as such, “the pride of the few becomes the pride of everyone” 16 

3. to strengthen identities, including local, ethnic, cultural and national

4.   to enable social co-operation in an era where the market and consumerism are 

stressing individualism

5.   to provide historical continuity in addressing the psychological need for people 

to feel that they belong to some historical tradition

6. to foster enjoyment

In my Power Point presentation, as domain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at 

UNESCO could address on a sound theoretical basis and with a specific comparative 

advantage vis-à-vis other national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in developing a new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17  I proposed: 1) social practices of cohesion 2) oral 

traditions, 3) festivities, and 4) beliefs about nature and the cosmos. 

At the Turin meeting, an American anthropologist, Peter Seitel, emphasized the 

centrality of traditional custodians as full partners and experts in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us highlighting the agency of tradition-holders who, as 

creators with the expertise and conscious intention to transmit their traditions, should 

be given greater recognition. He also gave broader scope to this concept by call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uld be hybrid and creole, and 

based on other criteria such as occupation or related to women´s activities.

16   This was the perception I had, in Manila, Philippines, when as ADG for Culture I was taken to see the culture 
heritage sites. 

17  As ADG of Culture I had been in charge of relations with other international institutions which had just recently 
begun programs related to culture, especially the World Bank, WIPO and WTO who began to define culture in 
terms of property. As could be expected, many conceptual and institutional boundary discussions ens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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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worth mentioning here that this last theme was subsequently taken up in another 

UNESCO meeting on “Women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alling attention 

again to how women´s participation in cultural processes had been rendered invisible, 

by then many anthropological studies had shown they were central especially in 

social practices and rituals. In her influential book The Gender of the Gift, Marilyn 

Strathern had explained how women´s labor and extensive networks were crucial to 

the performance of ritual and to the building of the value of objects and other form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rough social relations.18 Women are not passive “tradition-

holders” or merely operating a function of “transmiss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Yet they face a “crucial paradox” as Adriana Gonzalez Mateos termed it in 

the paper she presented at this meeting:19 “in the process of freeing themselves from 

traditional constraints, she wrote, they regard modernization as a liberating option… 

while a subtler strategy to keep them under such constraints is to stress the role of 

women as keepers of tradition”.

The Turin meeting was followed by a meeting in Brazil, where participants also 

brought the bear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safeguarding programs discussed with 

local communities and to situate them in the context of development policies.

At the Expert Meeting on Terminology held in Paris from 10 to 12 June 

2002, in opening the discussion I gave an overview of the context in whic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d to be defined. I said we had to compress a 

century of debates in the social sciences on culture and on political changes 

as a context for the Convention. As main issues I emphasized that priority be 

given to culture-bearing communities and local agency, that safeguarding should 

ensure conditions that would allow people to continue to create and recreate 

cultural heritage in time, with attention being given to the social interactions 

involved in enactments, including the urgent need of ensuring political and 

religious tolerance. As an anthropologist, I concurred with my colleagues of the 

Smithsonian Institution who had held a meeting in Washington, that our priority 

was foremost to preclude the reification of culture by emphasizing human 

agency. Authenticity, then, took on a different emphasis from that attributed 

18 Strathern, Marilyn. 1989. The Gender of the Gift.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     Gonzalez Mateos, Adriana. 2003. “Mexican Women Migrants in New York and the Paradox of modernizing their 
Cultural Heritage.” Paper contributed to the UNESCO meeting on “Women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eviously to physical cultural heritage, as Chiara Bortolotto, also present at that 

meeting, cogently argued.20 

At that meeting, Antonio Augusto Arantes insisted tha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primarily a resource for people´s lives, not just something that can be registered for 

other purposes and, therefore, it should be the people in the community themselves 

who should decide which heritage to safeguard and how to develop it. Several of us 

were, indeed, already worried about the potential for appropriation by outsiders of the 

cultural resources of local communities, as was already happening in the case of some 

indigenous communities, especially in Latin America.

Susan Wright again brought up a major question that was repeatedly discussed 

in subsequent UNESCO meetings: who should have the power to defin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specific cases? This reflected discussions in anthropology generally 

about cultural “gate-keepers,” that is, community-appointed or self-appointed leaders 

who could play either a positive or a negative role in safeguarding or in repressing 

change in local cultures. We all agreed, then, that any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 

must ensure that the cultural practitioners themselves should be involved in such 

decision-making.

Accordingly, in establishing a glossary, anthropologists at that meeting argued that 

“culture” as a fixed, out-of-nowhere, self-justified abstract entity should be replaced 

by more specific terms—namely, “culture-bearers” as “members of a community who 

actively reproduce, transmit, transform, create and form culture…” In other words, 

people should be considered dynamic “creators,” “practitioners,” and “custodians” of 

the practices of heritage. 

How could the relationship of such “creators” and “practitioners” to cultural 

communities be defined? In the glossary “community” was then defined as “people 

who share a self-ascribed sense of connectedness.” Importantly, all of us at the 

meeting and especially anthropologists, in agreement with UNESCO´s “multiple 

allegiances” perspective, insisted on specifying that individuals can belong to more 

than one community at the same time—a perspective which in subsequent years would 

be negated by those who advocate a narrow political view of single adscription in 

multiculturalism. 

20 Bortolotto,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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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community” was then defined as one “that distinguishes itself from other 

communities by its own culture or cultural design, or by a variant of the generic 

culture”. And, giving closure to a debate that has arisen at every turn of the discussions 

on culture at UNESCO since the mid-nineties, it was specified that “among other 

possible extensions, a nation can be a cultural community”, thus precluding the 

monopoly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clusively by minorities. A welcome 

clarification stated that “indigenous communities” were defined as “a community 

whose members consider themselves to have originated in a certain territory” though 

the definition also specified that “this does not exclude the existence of more than one 

indigenous community in the same territory.” The latter was a consideration welcomed 

by many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Indonesia, India, China, and Mexico where 

different autochthonous populations share the same territory.

Another important distinction, distilled from many previous debates as to whether 

the same instruments that had been applied to physical heritage could be used for 

intangible heritage, was given legal precision by Paul Kuruk at that meeting. Instead 

of “conservation” or “protection”, on a legal basis, the term of “safeguarding”, was 

given preference for the Convention. It meant giving salience to “adopting measures 

to ensure the viability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cluding the identification, 

documentation, protection, promotion, transmission, and revitalization of aspects 

of this heritage.” This crucial distinction recognizes tha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enacted and performed in order to constantly restore its symbols and meaning. 

Setting it aside from physical heritage, this defin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a 

living heritage.

After all these deliberations, the following defini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ts constitutive domains was approved at that meeting: 

(i)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Conventi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eans the practices and representations—together with 

their necessary knowledge, skills, instruments, objects, artefacts 

and places—that are recognized by communities and individuals as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are consistent with universally 

accepted principles of human rights, equity, sustainability and mutual 

respect between cultural communities. Thi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constantly recreated by communities in response to their 

environment and historical conditions of existence, and provides 

them with a sense of continuity and identity, thus promoting cultural 

diversity and the creativity of  humankind. (ii)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defined in paragraph (i) above, covers the following 

domains: 1) oral expressions, 2) performing arts, 3) social practices, 

rituals and festive events, and 4) knowledge and practices about 

nature.

Still, at the meeting, two key issues stirred great controversy. One was the 

inclusion of human rights as a filter for all proposals for inclusion in the lists of 

the 2003 Convention. All of us anthropologists strongly insisted it must be part of 

the defini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ince we could see the ethicists and 

religious fundamentalists rising all around to argue that female genital mutilation, 

the cutting off of hands or other similar mutilation for misdemeanours, lapidation 

and even female infanticide could be justified on the grounds of cultures having to 

be respected. It is worth noting that, already in Our Creative Diversity, in 1995, the 

World Commission on Culture and Development had explicitly stated that intolerant 

cultures could not use the argument of respect for cultures to further their own 

intolerance. 

The other key issue that raised controversy was the inclusion of languages in the 

Convention. I argued strongly against this, since I knew from my own fieldwork 

experience—and had also been asked by ambassadors from countries that have more 

than 100 languages spoken in their countries—to oppose this measure. A few years 

earlier, at an international African meeting on language policy, I had surprised some 

African friends, ambassadors and UNESCO staff, and dismayed others by presenting 

arguments in favor of a trilingual language policy. This proposal was rapidly stamped 

upon by global powers, nationalistic governments and even ethnic groups, all of 

which are still insisting that only their own languages should prevail. In terms of the 

Convention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lthough the Turin meeting did not include 

languages in the first list of items to be safeguarded, they were reinstated in subsequent 

Convention meetings.

In spite of the care with which these definitions were handled, the glossary, although 



  061060

Conference Report   Chapter 2.    

it circulated as a preliminary document within UNESCO, even after a prolonged 

discussion between the rapporteur of the meeting, anthropologist Wim Wenders of 

the Netherlands, and UNESCO staff, was never formally given out to member state 

delegations.

Constant Challenge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as adopted at the UNESCO General Conference in November 2003 by an 

unprecedented high number of countries: 145. This great success was possible thanks 

to the support of Mr. Koichiro Matsuura and the relentless work of Mme. Noriko 

Aikawa. The Convention itself represents a very important and interesting shift in 

the geopolitical balance at UNESCO, with East Asian and other emerging countries 

having greater agency in creating Conventions, and a vital recognition that local 

peoples must now take an active role in building a more balanced world. However, the 

unresolved ambiguities left in word and the spirit of the Convention have haunted its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since the beginning.

After the Terminology Meeting, interested UNESCO Member States demanded 

that all experts to meetings related to setting up the Convention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e appointed exclusively by governments as members of their delegations. 

This decision, together with others taken for the Convention, altered the way in which 

international conventions had always been constructed in UNESCO since the 1950’s. 

Scientists, philosophers and scholars of all cultural traditions had always been involved 

in the processes of setting up and operating Conventions. As I look back at this process, 

it seems to me that an attempt at creating a “deregulated” Convention was underway. 

As in so many other areas of public life at the beginning of this century, science was 

generally disparaged, experts were criticized, and the social sciences were deliberately 

excluded from policy debates. As I heard from delegates at a meeting in 2002 at the 

Maison des Cultures du Monde, very active government delegates wanted neither 

“standards” nor “norms” for the Convention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Yet for 

every regulatory norm that was put aside in the Convention a new imbalance filtered 

into its operations in the following years.

The great irony of this procedure was that “cultural groups” were constantly referred 

to in the discourse as the agents of the Convention yet few were seen speaking at 

debates and experts who probably knew such groups much more intimately than 

government bureaucrats were left out of the debates. Furthermore, a decade later, we 

all know what, in many countries, deregulation has meant, in actual practice, self-

serving operations by enthroned intermediaries who actually reinstate vertical practices 

of cultural expropriation in their own countries. Strong scientific organizations could 

have provided a balance or could have helped build complex procedures for fair 

negotiations, as they had done so for fifty years at the UNESCO. Instead, neither 

the constant reorganizing of the operational bodies of the 2003 Convention nor the 

patchwork voting on specifics of the criteria and operations of the Convention have 

solved problems of theory, method or procedure.

Many challenges have been noted in the operationalization of the 2003 Convention 

as Cherif Khaznadar has carefully noted.21 Anthropologists have recently highlighted 

major theoretical problems.22 The First Researchers’ Forum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eld at the Maison des Cultures du Monde in Paris discussed research and 

operational questions related to the ICH Convention. 

Cultural imprisonment leads to blindness, as Marc Auge (Auge, 1998) has pointed 

out, or to the threats of Les Identities Meurtrieres—murderous identities—as the title 

of the book by Amin Malouf, of the French Academy, has called them. This is not 

the place to analyze such risks, but many people are keenly aware of the problems of 

unspecified “representativeness”, as well as of the rise of new kinds of intermediaries in 

the negotiating of candidatures which leave out local agents and generate unregulated 

hierarchization of groups influencing these decisions both within countries and in the 

entities of the Convention. As a result, there is perplexity about the coherence of the 

Representative List and of the proper balance it is to have with the other lists.

Conclusions 

I will conclude by saying that the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r all its uneven edges, has been, in my view, the most important 

21 Khaznadar, 2009.

22     ISSC Commission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12. Report of the Planning Meeting on Research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exico: National University of Mexico. Available at www.crim.unam.mx/dru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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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uccessful initiative in creating a platform in which different agents have been 

able to state and negotiate their concerns over the loss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ir 

expressive culture and to embark in specific actions to safeguard it. That this initiative 

is far from having overcome major conceptual and action-related issues goes without 

saying. Indeed, very worrying concerns have emerged from its application. Yet the 

enthusiasm and dedication which it has sparked among so many different peoples, 

shows that culture and cultural heritage are perhaps the most binding notion in our 

present troubled world. 

Creating this platform for world deliberation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as a 

fascinating process that must go on as a “travail de chantier”. One in which cultural 

practitioners, cultural stakeholders, governments, scientists and UNESCO staff must 

share the responsibility—and recognition—in ensuring rigor, legitimacy and efficiency 

in the work of the Convention. This also means giving the necessary support for the 

work demanded of UNESCO staff.

UNESCO staff cannot act solely as technicians of programs, as some governments 

have been insisting in recent years. If this happens then the subtle negotiations, the 

magical appearance of the exact phrases that create consensus, all these of them 

invisible, are no longer there in the documents. Instead, they spill into the spaces of 

negotiation of delegations, bringing with them shadow conflicts, illusory consensus 

and unfinished decisions. 

For their part, anthropologists and ethnologists should now leave their outsiders´ 

cloak outside and step into an involved participant observation into the substantive 

and the operational areas in the field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y do I say this? 

Because never has the need for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flow of ideas and the 

strategies to take decisions on a world scale been more pressing. On the basis of my 

own experience in “participant decision-making” I would point to a first task: that of 

understanding anthropology’s allocentric discursive proclivity in the increasingly non-

hierarchical—or hierarchically altered—patterns of intellectual and political influence 

in the new global spaces. The important question is how can we anthropologists situate 

the knowledge we produce in today´s shifting global spaces?

Anthropology´s capacity for reflexivity in the last decades has allowed us to rapidly 

transform our own theories and methods and thus makes us primary partners in re-

conceptualizing time and space in the new cosmopolitan context. More than that, in 

a world that is not going well and in which culture and its avatars can easily ignite, 

it seems to me that anthropologists must develop an active reflexivity to participate 

in constructing new cultural and social realities for our unprecedented age. In sum, 

anthropology is vital in maintaining an open perspective against cultural blindness 

and imprisonment and a cosmopolitan vision that does not emphasize difference but 

common destiny. 

As with any new venture, it will take time to consolidate the ideas and actions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ven more so in a world that is constantly on the move. 

It is worth highlighting that the most salient feature in the process of deliberations to 

create the 2003 Convention was the commonality of will of so many governments, 

functionaries, researchers and culture bearers that drove such a diversity of agents to 

agree to set up the Convention. And the most salient feature today of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o protec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the tremendous enthusiasm 

which it has fostered in many regions, even in the farthest corners of the world.

Perhaps the theoretical and political inconsistencies of the Convention were the price 

to be paid for actually getting it approved in only a few years. Perhaps UNESCO had 

to emulate the practices which would soon be made conventional by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at is, faced by an infinite number of possibilities 

of contestation, operation, conflict, and so on, with the urgency of doing something 

immediately to save living cultural practices, the only way to move forward was 

to set up the Convention and let it be then remade, reinvented, and refined by the 

thousands of people wanting to get involved in it. Perhaps we could adopt the new 

term now spreading from electronic video games to the virtual world: radiance. When 

one is intent on doing something today, now, immediately, and the intellectual and 

technological means far from being finished, it is best to launch the boat and then to try 

to continue to rebuild it weathering all storms.

Whatever may be said of the concep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of the 

2003 Convention, the richness of debates it has generated inside and between cultural 

groups, inside and outside academic circles, inside and outside government ministries 

of culture already demonstrates that the world, indeed, was ready for such a deb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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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Results of the 2003 Convention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ch was 

adopted at the General Conference of UNESCO in 2003, is now, after ten years, 

considered a great success, bringing many positive results to so many countries. This 

Convention achieved entry into force only three years later in 2006 when Romania 

became the thirtieth country to ratify this important instrument. 

The initial years, until 2008, were a period of preparation and organization to 

implement the Convention.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was organized, and the 

Operational Directives were formulated. 

The first inscription on the Representative and Urgent Safeguarding lists occurred 

at the Fourth Intergovernmental Committee meeting in Abu Dhabi in 2009. As of 

that time, 116 countries were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nd just this year this 

number has gone to 155. No other convention has shown such a rapid success in terms 

of ratification and participation by UNESCO Member States.

This success can be seen also in the process and speed of its implementation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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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 States, who are eager to inscribe their ICH elements on the Representative 

List, altogether almost 300 elements thus far.

As of today, 93 Member States have inscribed 257 elements on the Representative 

List and 31 elements on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and 10 projects on the Register 

of Best Practices.

The impact of the Convention on cultural heritage policy of the Member States has 

also been remarkable. Many countries have made new laws or have amended existing 

laws and rules regarding cultural heritage. 

As the Convention has broadened the concept of ICH, which may include all 

the practices, representations, expressions, knowledge, and skills that have been 

traditionally preserved and transmitted, Member States, who are expected to implement 

this Convention and carry out the responsibilities of safeguarding, had to reform related 

laws and establish organizations to accommodate the new paradigm and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Many countries had some laws to support the practitioners of songs, dances, music 

instruments, and crafts but not to protect the artifacts, art work itself, or festivals.

A few countries have legal systems to protect oral traditions and expressions, 

traditional knowledge, and skills comprehensively. So every Member State of 

this Convention has been challenged to respond and adapt to the new system and 

framework of safeguarding that includes inventorying, documenting, promoting, and 

transmitting, activities that have been ordered by the Convention 2003.

This Convention has fulfilled UNESCO’s standard-setting role in the area of 

cultural heritage and successfully brought about an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 for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term ICH is spreading like a gospel and good news and getting more visibility 

in mass media and in everyday language.

However, the most significant contribution of this Convention and its safeguarding 

system may be in the increasing consciousness of the importance and value of 

traditional culture.

The institution of inscribing elements on the Representative and Urgent Safeguarding 

lists has forced Member States to establish a national list of important ICH and to make 

inventory of existing and disappearing ICH elements according to the five domains 

categorized by the Convention and its Operational Directives.

Since 2009, ICHCAP has surveyed the status of safeguarding ICH in the Member 

States of the Asia-Pacific region and found that most countries have just recently 

started making inventories and that the inventoried elements are often limited to crafts 

and performing arts while oral traditions, social practi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and skills have been left out.

In this phase of inventorying, questions have been raised, “Do we need to inventory 

every existing ICH element in every domain, or do we need to safeguard and promote 

only important and significant elements?”

And in the case of making a list of important ICH, the question is, “What elements 

especially deserve safeguarding or promoting and for what reason should they be 

safeguarded?”

In some countries, ICH has been called non-material heritage or spiritual and 

intellectual heritage. In my country, Korea, ICH is literally translated as “formless 

heritage.” Japan uses the same words.

As ICH has no visible form and material entity, it does not have a fixed or a static 

form. ICH has an evolving character as its appearance and contents are always 

changing, adjusting to the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

Traditional culture and customs have not been always appreciated or positively 

received by younger generations. Sometimes these customs were criticized as obstacles 

to renovation and development. With this reservation, some countries hesitated to ratify 

the Convention until now.

So here arises the crucial question, “What real value and benefit has each element of 

ICH maintained and for what purpose should these ICH elements be safeguarded?”

The answer to this question will provide enough reasons and aims of our 

safeguarding and promoting activities.

Reasons and Aims of Safeguarding ICH

If we are intending to assess the value of traditional culture and estimate the benefits 

of our cultural heritage, we are soon faced with the difficulty of identifying what is the 

essential character of our traditional culture and what cultural elements are the decisive 

components of a very complex and multi-dimensional culture. 

World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MONDIACULT, Mexico City,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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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ve a very broad definition of culture as “The whole complex of distinctive spiritual, 

material, intellectual, and emotional features that characterize a society or social group. 

It includes not only the arts and letters but also modes of lif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human being, value system, traditions, and beliefs.” 

As culture is so organic and complex, an analytical value judgment on each element 

of cultural heritage might overlook the holistic essence of the traditional culture and 

society.

So assessing ICH in one society or a community should be approached holistically 

and with the contextual interpretations.

And the ICH element cannot be observed and evaluated separately from tangible 

cultural heritage because they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

About the question, for what purpose should ICH be safeguarded, the Convention 

gives some answers and explains the reason to make ICH visible and viable.

I would like to underline three points that have been mentioned in the Convention 

but also need to be interpreted through some more deepened theoretical discourse and 

also verified through practical and historical experiences.

1.   First of all, the soul and function of ICH has been described by the Convention as 

providing communities and groups with a sense of identity and continuity. Nobody 

will deny that the national, communal, or ethnic identity can be secured best through 

the ICH that exists in language, food, social customs, and beliefs. 

In the colonial era, the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of the colonized countries 

was suppressed or deprived, so that they might lose or throw away their national 

identities and accommodate the enforced new culture of the colonial masters.  

After a long period of colonial occupation, some countries in Asia and Africa 

completely lost their traditional languages, foods, and customs. Even in a short 

period of colonization and foreign rule, their traditional heritage was damaged and 

distorted. 

So after independence and liberation from imperial masters, the claims and 

movements to recover their lost and damaged traditional culture have arisen as the 

way of consolidating their national identities. This has also been the case in former 

Soviet countries in Central Asia and Eastern Europe. 

In this contemporary time of intensified globalization,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re becoming multi-cultural societies through massive 

migration of technicians and laborers. However, those minorities who left their 

motherland to live in a foreign country as diaspora are changing their nationalities 

but not their cultural identities, as culture is an essential element of their existence.  

So safeguarding ICH is always a necessary condition in securing the national, 

communal, or ethnic identity and continuity of individuals, no matter where the 

people are located.

2.   Second, the Convention takes note of another effect of ICH—promoting human 

creativity. ICH is either maintained or constantly recreated by the community and 

people who are concerned with enriching cultural diversity and human creativity.

So ICH is a resource for creative human development. Already in the 1970s, 

reflecting voices from developing countries, development researchers and scholars 

formulated the concept of ‘endogenous development,’ which proved to be more 

effective and sustainable than exogenous models. That means the internal cultural 

factors in the developing countries have played a bigger role than the external foreign 

aid and technology. Those countries with rich cultural heritage were more successful 

in qualitative human development, as they were provided with resources and energy 

for creative development. 

I have already acknowledged the great contribution of the Korean writing system, 

Hangul, to the substantial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computers, and 

smart phones. 

The nexus between culture and development has been emphasized already in the 

intensive discussions of the World Commission on Culture and Development held 

by UNESCO during the World Decade for Cultural Development (1988-1997).

The action program of the decade was concerned with promoting greater 

consideration of the cultural dimension in development processes and stimulating 

creative attitudes and activities linked to economic, social, scientific, and technical 

developments.

“Our Creative Diversity” was the 1995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which 

provided key elements for the analysis of culture in relation to development and 

suggested new forms of stimulating creativity to keep the multi-cultural society 

united and developed.

However, about the concrete ways that the specific ICH contribute to the cre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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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we need some more solid studies, and we have to find exemplary 

cases among the historical experiences of different countries. 

3.   Third, the Convention declares obviously its purposes and its interests in the sorts of 

ICH.

Article 2 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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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means that the Convention will not be interested in safeguarding every ICH 

element but solely such ICH elements that are compatible with the principles of human 

rights, peaceful coexisten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passage in Article 2 shows that the main concern of this Convention is to 

safeguard and promote the visibility and viability of ICH that is compatible with those 

values and goals. 

Human rights, pea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re inseparably inter-connected. 

And the holistic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nowadays contains human rights 

and peace as indispensable elements. 

The three pillars of sustainable development—social cohesion,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are not to be achieved without a guarantee of human 

rights and peace . 

So, now the question is how much can ICH safeguarding contribute to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ere are innumerable experiences and examples showing 

the nexus between contemporary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raditional culture, 

knowledge, skills, customs, and values. 

The wisdom of our ancestors and value systems of traditional society, which have 

permeated into the prevailing ICH, have helped solve the serious problem of land 

degradation, water shortages,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forests, rivers, and 

seas. 

Sometimes indigenous knowledge and traditional customs bring valuable insights to 

critical issues such as ecological challenges, biodiversity, and climate changes.

ICHCAP published a field survey report that was carried out by the Vanuatu Cultural 

Centre. The field workers’ project in Vanuatu was initiated some thirty years ago, 

and it is regarded as a good model for community participation in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Voluntary field workers were sent to local communities to organize and 

record important rituals, practices, and indigenous knowledge to transmit and safeguard 

this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I was also very inspired to read the following from the report: 
People need to be made aware of practical examples of the 

contemporary use and applicability of traditional knowledge in 

today’s world. Traditional knowledge like spawning migration routes, 

aggregation sites, and lunar periodicity of fish and crabs for example 

are critical to the management of resources…. It is important for 

people working in the environmental, resource management, and 

developmental fields to understand the value and applicability of 

traditional knowledge in contemporary society and not to continue to 

perpetuate the myth that western scientific knowledge is somehow 

superior to Pacific knowledge. 

Traditional medicine, like acupuncture, acupressure, herbal medicine, and healing 

customs with hands and simple fruits, are practiced internationally and are gradually 

becoming more and more recognized for their effectiveness. 

“In Mozambique, when bitten by mosquitos, people rub onion on their skin. In 

Cameroon, when people have stomach problems, they eat a grain called ‘bitter cola’ to 

heal themselves. There are hundreds of traditional ways to heal and maintain health. 

In this regard, Convention has stated, “The existence of ICH itself is a guarantee 

of sustainable development” (Resolution to Adopt the Convention). The Operational 

Directives emphasized that awareness must be raised about the importance of ICH as a 

means to sustainable development.

Priority Tasks of Implementing Convention

Safeguarding ICH is an enormous task and unlimited work that cannot be done in a 

year or short period.

As defined in the Convention, ICH is so broad a concept, implying all the practices, 

representatives, expressions, knowledge, and skills of the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we are confronted with the difficult and confusing question, what parts 

of ICH among many domains and countless elements should be safeguarded firs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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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responsible for them.

The Convention has ordered the States Parties to ensure safeguarding by identifying 

ICH through inventorying within five domains and taking necessary measures like 

documentation, protection, promotion, transmission, and revitalization.

And as a way effectively safeguarding ICH and raising awareness, the Convention 

established the listing system and has encouraged the Member States to nominate their 

ICH elements for inscription on the Representative, Urgent Safeguarding, and Best 

Practice Lists. This has contributed a great deal to strengthen the visibility and viability 

of ICH.

However, among the three lists established by this Convention, most states prefer to 

nominate their important elements for inscription on the Representative List. Only a 

few states have submitted nominations to inscribe elements on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There is a great imbalance between the two lists.

Although the Convention organized some assistance measures for this Urgent 

Safeguarding List, many states are hesitating to nominate ICH elements that are in 

danger of disappearing and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fearing that such a listing 

will damage national prestige. 

It is alarming that many countries are so concerned and enthusiastic about the 

Representative List, yet they are neglecting the urgent tasks of safeguarding ICH in 

danger of disappearance and deterioration.

Maybe the concept of “Urgent Safeguarding: is the concern—that it will create a 

sense of marginalization. If this could be changed to “Priority Safeguarding List”, then 

perhaps the Convention’s major purpose of protecting the valuable ICH in danger 

could be achieved.

In this regard, the opinions and voices of the custodians in the communities and 

scientific experts on judging the priority tasks and priority elements to be safeguarded 

must be respected and reflected before the political or bureaucratic decision making.

It is the matter of national policy and strategy to decide on what domains and 

elements the country’s energy and efforts should be concentrated on to fulfill the 

purpose of safeguarding invaluable ICH that is significant in defining national identity, 

creativ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CHCAP, with the specialized mandate of information and networking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has conducted the Field Survey on the Safeguarding Efforts in 

the Asia-Pacific Region since 2009 and has received status reports from twenty-four 

countries of five sub-regions. 

Aside from the general safeguarding systems and policies and different sorts of 

inventories, these reports provide information on the main entities in charge of ICH as 

well as the degree of community involvement. Some of the participating states were 

not yet States Parties of the Convention 2003.

I cannot go into details of these reports, but we can read into what the states and 

communities percieve as pending issues and what constitutes urgent safeguarding tasks 

for sustainable and creative development of their countries and communities.

For example, in Pacific island countries—Fiji, Papua New Guinea, the Cook 

Islands, Tonga, Palau, and Vanuatu—traditional knowledge and practice of voyaging, 

navigation, construction, and weaving are common elements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and transmitting tasks for their sustainable existence. The art and skills 

of navigation by using knowledge related to stars, weather, and sea conditions is at the 

risk of being lost forever, unless the bearers and thei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protected, and their knowledge and skills are transmitted to young generations.

In Central Asia, Uzbekistan, Tajikistan, Kyrgyzstan, Kazakhstan, and Mongolia share 

some commonalties in their historical background and geographical environment. All 

of them are post-communist countries that were under the Soviet system for different 

periods. They share the traditional culture shaped by a nomadic pastoral lifestyle that 

offers a variety of cultural similarities.

They are urgently concerned about keeping the rich tradition of epic singing and oral 

stories because these heritage elements are on the verge of disappearance.

In this regard, the sub-regional meetings of Central Asian countries have facilitated 

a forum and opportunity for representatives of the region to exchange and learn from 

each other’s experiences in safeguarding ICH elements that share common factors, 

challenges, and advantages.

In Southeast Asian countries, where some thirty to fifty different indigenous ethnic 

people are dwelling among dominant groups, ICH safeguarding for the sake of identity 

and continuity of the minority communities is the common task to be tackled, and with 

a great sense of urgency.

Ten years of implementing the Convention has brought enough stimulation, 

awareness, and motivation for safeguarding ICH and has laid a good foundation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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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and community involvement as well as international cooperation.

But real success and practical results in safeguarding and revitalizing ICH can be 

expected only when States Parties are determined to be involved with implementing 

the Convention within a specific national strategy and policy on the priority tasks 

that are shared by all ICH stakeholders of, government, civil society, and communal 

organizations.

I hope this vision and dream can be realized in next ten years with our strong 

solidarity and common efforts on which we are now going to discuss during this 

international conference commemorating the ten year anniversary of the Convention 

2003.

Thank you.

Chapter 3.  
What Have Been the Effects of the UNESCO 

ICH 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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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til the last moments of the drafting process of the Convention, the Intergovernmental 

Meeting of Experts was debating the issue of whether the Convention should employ 

a listing system or a registration system.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as finally adopted in October 2003 using a listing 

system. Some of the experts who were not in favor of this system are still criticizing it 

today. 

Today, the Convention has 155 States Parties. There are 288 elements inscribed 

on the two lists and a selection of ten elements on the Registry of Best Practices. The 

inscription of elemen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on the Lists has triggered 

unprecedented enthusiasm for the ICH among practitioner communities as well as the 

general public.  

The Chengdu International Conference held last June to celebrate the tenth 

anniversary of the UNESCO Convention discussed the listing system currently being 

used and identified points concerning, on the one hand, the procedure for inscription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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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sts and, on the other, the impact of public recognition on the inscribed elements 

and their practitioners. This paper offers some suggestions that might be taken to 

mitigate the problems raised, such that the Convention will not become the victim of 

its own success.

Introduction

Whether to use a listing system or a non-listing system as part of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as a thorny topic throughout the 

drafting process. Most of the Asian and African States were in favor of a listing system 

while most of the European and some of the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ates 

were strongly against. The Convention was finally adopted in October 2003 using the 

listing system. But some of those who were against this have continued to criticize this 

system. 

Since the adoption of the Convention, the ICH listing system has been in force for 

a period of almost five years and today 257 ICH elements have been inscribed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henceforth 

RL), 31 elements on the List of Intangible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henceforth USL), and 10 elements selected for the Registry of Best Practices 

(henceforth RBP). The inscription of ICH elements on the lists has triggered 

unprecedented enthusiasm for ICH among practitioner communities and the general 

public.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henceforth IC) has also endeavored to 

make up for any shortfalls in the nomination, evaluation, and inscription mechanisms. 

The Chengdu International Conference held last June to celebrate the tenth 

anniversary of the UNESCO Convention assessed, among other things, the listing 

system currently being used and identified points concerning the procedure of 

implementation of the listing system, on the one hand, and the impact of public 

recognition on the inscribed ICH elements and their practitioners, on the other. 

In my presentation, I will present the discussions held in Chengdu, including my own 

comments on the points relating to the advantages of the listing system and its pitfalls, 

the nomination/evaluation/inscription process, the impact of inscription, and finally, 

an alternative and hypothetical scenario for the Convention without a listing system. 

In the conclusion to the presentation, I will refer to two periodical reports submitted 

by twenty-one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nd the Internal Oversight Service 

(henceforth IOS) evaluation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03 Convention 

submitted to the 192nd Session of the UNESCO Executive Board in September 2013. 

Finally, I will make some concrete suggestions to facilitate the future assessment of the 

impact of the UNESCO listing system on ICH worldwide. 

The Chengdu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lebrating the Tenth Anniversary of the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June 2013

During roundtable two of the Chengdu Conference, which I had the honor to moderate, 

the topic of inventorying and listing was discussed. The panelists first discussed the 

advantages of an international listing system. A Latin American panelist described how 

strongly one practitioner community had expressed its enthusiasm at the moment of the 

inscription of its ICH element. Members of the community had taken unprecedented 

initiatives in undertaking diverse forms of safeguarding measures, such as seminars 

and conferences, and had succeeded in obtaining the government’s assistance for their 

safeguarding actions. No spirit of competition was noted between the community 

whose ICH element was inscribed and those communities whose ICH elements were 

not inscribed. 

An African panelist wondered how the term “community” could be defined. In 

Africa, practitioner communities take diverse forms, and the transmission of messages 

from the government down to the practitioner communities is a complex exercise 

unless appropriate channels are identified and used. The important effects that 

inscription had had on the practitioner communities, as well as on the government, 

had been obvious. A European panelist also admitted the effectiveness of the listing 

system for raising awareness of ICH, notably when the awareness-raising efforts were 

combined with a media campaign. The panelists also said that the nomination process 

provided an opportunity to ensure close cooperation between practitioner communities, 

experts, and administrators. However, he regretted the fact that any kind of list-making 

implied selection by its very nature, thus creating a gap between those ICH elements 

that were selected and those that were not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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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scussion then turned to the pitfalls of the listing system, described as 

“hit parading”, “labelisation” (in French), “patrimonization”, “fossilization”, 

“folklorization”, “fixation”, “freezing”, or the “inappropriate use of the lists”, etc. 

One panelist noted that when the practitioner community was sufficiently large, its 

ICH elements were not affected by the effect of inscription, including “fossilization”, 

but that when the community was of a smaller scale, its ICH elements could be more 

fragile. Some groups or individuals could also try to exploit the inscription for the 

wrong purposes. 

Another panelist cautioned that listing should be seen as a tool for the purposes of 

safeguarding actions and should not become the purpose of the Convention itself. 

He said that in his view competition between the selected and the non-selected ICH 

elements was inevitable. Another panelist regretted what he called the “politicization” 

of the process of the evaluation and inscription of elements on the RL, while admitting 

that a certain degree of politicization was inevitable given the intergovernmental nature 

of the Committee.

The roundtable then tackled the topic of the nomination/evaluation/inscription 

process. Today, the RL is enjoying much more success than the USL: 257 elements 

are inscribed on the former while only 31 have been inscribed on the latter despite the 

priority given to the latter by the governmental experts during the negotiation of the 

Convention. Why have States Parties been privileging the RL? One reason could be 

that many States Parties have misunderstood the fact that the great visibility of the ICH 

that the RL guarantees concerns the inscribed elements alone, while Article 16 of the 

Convention refers to the visibility of the ICH in general and to more general awareness 

of its significance. 

This misunderstanding has been even more obvious in the nomination files 

submitted by the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In section 2 of Form ICH-02, where 

States Parties are required to describe how the inscription will contribute to ensuring 

the visibility and awareness of the significance of the ICH in general, more than half of 

the nominations have referred to the visibility of the nominated element alone and not 

to the ICH in general.

Another reason for the popularity of the RL may be that one group of experts that 

was against the listing system during the negotiation period of the Convention has since 

called for a simpler evaluation of items to be inscribed on the RL and an unlimited 

number of nominations and inscriptions in an attempt to reduce the negative effects of 

selection. 

The Third IC Meeting held in Abu Dhabi in 2009 also had some striking results. 

In it, the Subsidiary Body evaluated 111 nominations for the RL and the Committee 

inscribed 76 elements on it, while it only inscribed 15 nominations on the USL. During 

this period, States Parties were therefore presumably convinced that they had a better 

chance of the inscription of ICH elements on the RL than on the USL. 

A third reason for the greater popularity of the RL could be that States Parties might 

have considered that nomination to the USL could have had the effect of revealing 

a government’s lack of capacity in safeguarding that element, or they might have 

confused the USL under the 2003 Convention with the Endangered List under the 1972 

Convention, sometimes seen as a form of “disgrace” for the State Party concerned. The 

point was also made that the high cost incurred for the nomination of an ICH element 

to the USL could discourage States Parties, as it required deeper research work into 

future safeguarding measures than for the RL. It appears, in sum, that States Parties 

have been unable to identify the merit of this List, apart from the stimulus it provides 

for them to undertake safeguarding measures. 

Finally, the panelists wondered how to reverse this imbalance, agreeing that 

the capacity-building activities relating to all aspect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should be fostered at the community level as well as at the regional and 

national governmental levels.

Regarding the evaluation and decision-making process for inscription on the RL, the 

panelists unanimously regretted the politicization of the most recent IC meeting, where 

more than 50 per cent of the nominations recommended by the Subsidiary Body were 

later inscribed by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in Paris in 2012. This reversal 

of the evaluating body’s decisions led the panelists to question the legitimacy of the 

Subsidiary Body, which is composed of six representatives of the committee members. 

In fact, this point was also discussed at the 2011 IC meeting in Bali, and the Committee 

then recommended abolishing the Subsidiary Body in order to centralize the evaluation 

of all nominations with the Consultative Body1. However, this recommendation was 

1 Decision 6.COM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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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accepted by the States Parties General Assembly2  in 2012.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nomination files, and thus to gain more inscriptions, the view was 

expressed that the Secretariat should accompany the States Parties more closely during 

the process of drafting their nominations. 

One panelist expressed her concern over the numerical limitation of one nomination 

per State Party and per year and sixty nominations in total per year. This limitation 

could not meet the increasing enthusiasm of the community for the ICH, she said. 

Certainly, the numerical limit of yearly nominations favors nominations for the RL, 

as States Parties consider that they have a better chance of inscription on this List than 

on the USL. It therefore increases the gap in the numbers of inscriptions on the two 

Lists. However, it also partially resolves the problem of geographical imbalance, and 

it has prevented competition among States Parties regarding the number of elements 

inscribed. 

The roundtable went on to discuss the impact of the inscription of the 257 elements 

on the RL and the 31 elements on the USL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Although the Convention itself is now celebrating its tenth anniversary, given that 

the listing mechanism has been implemented for only four to five years, the panelists 

considered that it would be premature to evaluate the impact of the inscriptions. They 

agreed that more research should be undertaken in this regard.

One panelist noted, however, that the USL was a starting point for implementing 

concrete and practical safeguarding actions. Other panelists wondered whether it was 

worthwhile going through a costly and complicated process of preparing a nomination 

for the USL, of which the success was not guaranteed, while the State Party concerned 

could instead undertake safeguarding actions itself, making use of the same amount of 

funding and human resources. 

Conversely, an African panelist expressed the view that in Africa, communic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actitioner communities was not always smooth 

and that as a result the preparation of a nomination for the USL could serve as a lever 

to capture the government’s attention regarding the need to safeguard the element 

in question. Inscription on the USL could also raise awareness of the practitioner 

communities, who had been told to abandon their “old-fashioned cultural traditions” 

2 Resolution 4.GA. 5

during the colonial period. She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building capacity 

among members of the community such that they could then prepare and implement 

safeguarding measures. 

The European panelists mentioned that some European countries had never 

nominated an element to the lists because their governments had privileged section 

3 of the Convention, referring to national safeguarding measures, more than they 

had section 4, referring to international safeguarding measures, including the listing 

mechanism. However, the practitioner communities in his country had been pressing 

the government strongly to nominate elements of the ICH to the RL, and this would 

mean that the government would have in time to respond, he said.  

Finally, the panelists discussed an alternative and hypothetical scenario prepared 

by the Secretariat under which the Convention could have been adopted without the 

use of international lists. Would this lack of international lists have made it possible 

for the Convention to be adopted, or would it have affected its wide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European panelists, who approved of the alternative scenario, mentioned 

that the great success of the global capacity-building strategies implemented by the 

Secretariat outside the Convention’s framework had demonstrated that without the 

listing mechanism the safeguarding measures could indeed be promoted. Another 

supporter of the scenario from the audience expressed the view that instead of the 

listing system the activities enumerated in the hypothetical scenario, such as capacity-

building activities relating to the contribution of the ICH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eace-building, should have been reinforced and the International Assistance and 

the Best Safeguarding Practices should have been the core feature of the Convention.

The round table concluded by saying that the existing listing system being 

unavoidabl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now harness this system for the 

benefit of the safeguarding of the ICH, notably for and by the practitioner communities 

and avoiding the inconveniences deriving from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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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Five States Parties, including China and Japan, submitted their periodical reports in 

20113 , and sixteen States Parties, including Mongolia, the Republic of Korea. and 

Viet Nam, submitted their reports in 20124. The majority of the states wrote in their 

reports5  about the significant effect inscription had had on the visibility of the element 

concerned and the other advantages that inscription had generated. The reports, 

however, reported more on the activities undertaken since the inscription, such as 

research, publications, conferences, festivals and educational activities, than on the 

kind of effects that inscription had had on the elements concerned and on the related 

practitioners or practitioner communities. This is because the question of both the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of the inscription had not been specifically asked for in 

the reporting Form ICH-10.

The recent IOS evaluation report recognizes6  that the RL has contributed to reaching 

its objectives, but that its relative importance has been overrated. Other mechanisms, 

such as the USL, the RBP and international assistance, had been under-used, the 

IOS report said. Recommended improvements concerned areas such as community 

participation in safeguarding activities, the contribution of NGOs, the link between 

IC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ender and ICH, knowledge management, 

inter-convention cooperation, a results framework with objectives, indicators and 

benchmarks, and a results-oriented monitoring system. As concrete measures to 

rationalize and depoliticize the implementation mechanism, the report recommended 

the suppression of the RBP and the Subsidiary Body. 

The Chengdu Conference was prudent enough to consider that it was still premature 

to discuss the impact of inscription of the ICH elements on the lists. Yet some 

anticipatory measures could be taken to facilitate the future impact study on the effect 

of inscription. One of these could be to revise the nomination form for the RL (ICH-

02), requesting States Parties to introduce a monitoring mechanism among the future 

3 ITH/11/6.COM/COF.206/6 Rev

4 ITH/12/7.COM/6

5 Section C: “Status of the elements inscribed on the RL” of the periodical report form (ICH-10) 

6  Evaluation of UNESCO’s Standard-Setting Work in the Culture Sector, Part I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eptember 2013, p68

safeguarding measures. In fact, in the current form ICH-02-3b (i), States are requested 

to describe “What measures are proposed to help to ensure that the element’s viability 

is not jeopardized in the future, especially as an unintended result of inscription and 

the resulting visibility and public attention?” However, neither the States, nor the 

Subsidiary Body, have paid much attention to the question of the “unintended result of 

inscription”. The evaluators should accord more importance to this question. 

Finally, section C, the status of elements inscribed on the RL of the Periodical Report 

Form (ICH-10), could be revised to introduce a new box requesting the States Parties 

to report on how the monitoring mechanism has functioned and what the results of the 

monitoring have been. The States could also describe more specifically what effects 

the inscription has had on the elements, as well as on the practitioners or practitioner 

communitie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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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golian Activities and Experiences in Implementing the 2003 

UNESCO Conventio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any nation and ethnic group depends upon a locality, 

environment, business way of life, language, and condition of cultural history that is 

very diverse and unique. Thus,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any nation symbolizes 

their identities and constitutes an integral part of the world culture.

The Mongolian nation and its ethnic groups are an inseparable part of the global 

population. The Mongols and their ancestors have lived and moved from place to 

place on the vast territory from the Altai Mountain ranges to the Khyangan Mountains, 

from Lake Baikal to the Chinese Great Wall. This area is a part of the vast and grassy 

Eurasian plain that stretches for several thousand kilometers from the Danube River 

to the Korean peninsula, and on which animal husbandry–based nomadic cultures and 

agricultural farming–based sedentary civilizations long co-existed.

These people increased their animal population and developed a specific economy 

Implementation of the 2003 Convention in 
Mongolia and ICH Safeguarding Tasks

Urtnasan Norov

President 

Foundation for the Protection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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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roduction activity on the vast territory of Central Asia and created the nomadic 

culture and civilization that are now globally recognized. The circumstances and 

specific cultural spaces in which the Mongols have been living define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of the Mongol nation and its peculiarities. 

The Mongolian government attaches greater importance to the preservation of 

this cultural heritage. Mongolians feel inspired with warm enthusiasm to protect and 

promote their national identity. This enthusiasm flows. We have done a number of 

projects to safeguard and promote the ICH in Mongolia.

The Parliament had constituted legal empowerment aimed at safeguarding and 

promoting the social functions for ICH, and adopted the Mongolian State Cultural 

Policy,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Based Comprehensiv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of Mongolia, and the Law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Greater attention was given to increase the involvement of bearers in 

safeguarding ICH.

The president of Mongolia issued decrees on the reverence and the safeguarding 

of some outstanding ICH elements, such as the traditional music of the morin khuur 
(horse-headed fiddle), traditional long songs, khuumei (throat) singing, and the national 

traditional dance, biyelgee.
Establishing the National Registration-Information (Inventory-Making) System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one of the main priorities for activities in the 

framework for implementing the UNESCO Convention at the national level. Relying 

on territorial and administrative infrastructure and organization, the Center of Cultural 

Heritage under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 of Mongolia is 

implementing a project called, Consolidated Registration-Information System for ICH. 

The national inventory is categorized the same as the ICH domains identified in the 

UNESCO Convention. In 2010, the primary registration work of ICH and its bearers 

was conducted, covering 85 percent of all administrative units in Mongolia. Overall, 

88 ICH elements and 5,701 individual ICH bearers were identified. The results of 

the registration census are a valuable asset gathered as a source to further elaborate 

the short- and long-term objectives, policies, and programs for safeguarding and 

transmitting ICH.

Since ratifying the UNESCO Convention, Mongolia has had nine elements inscribed 

on the ICH lists. To safeguard these elements, the government is implementing long- 

and medium-term programs nationwide. In the framework of implementing these 

programs, provinces and soums have elaborated sub-programs and are undertaking 

relevant activities. 

In addition, the Ministry of Culture of Mongolia, NGOs,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ethnic groups, and practitioners regularly organize traditional art festivals 

as well as contests and exhibitions o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and craftsmanship. 

Currently, there are more than thirty NGOs in Mongolia actively working in the field of 

safeguarding and promoting ICH and its bearers. These organizations have also taken 

other measures to promote traditional culture and the arts in all provinces and cities in 

Mongolia, which shows progress.

International and Regional Cooperation Activities in Line with 

Implementation of the 2003 Convention

Mongolia is one of the developing countries actively taking part in various activities 

concerning ICH safeguarding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Since 1997, Mongolia has more closely cooperated with UNESCO. Mongolian 

experts and specialists have participated in UNESCO programs and projects to 

safeguard ICH. Under the UNESCO auspicious and with the financial support of 

Japanese Funds-in-Trusts, the Central Asian Epic International Symposium and 

Festival was held in Mongolia in 1998. At this moment, Mongolian cultural figures and 

artists with active participation of UNESCO advisor Ms. Noriko Aikawa established 

the National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 NGO) and started activities 

for registering ICH bearers and practitioners and documenting audio and audio-visual 

recordings and other types of media.

For the last few years, thanks to the generous support from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CHCAP, we have been implementing 

a series of important projects to form a favorable legal background, establish an 

inventory fund of ICH, and introduce UNESCO’s Living Human Treasures System 

into Mongolia.

Since 2007, the Mongolian and Korean joint project entitled Introduction UNESCO 

Program a Living Human Treasures System in Mongolia has been implemented by 

the Founda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of Mong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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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NESCO-accredited NGO) and ICHCAP, and this joint project has continued as a 

joint cooperation project between Korea and Mongolia, Establishing a Safeguarding 

System for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Mongolia.

Results and outcomes of this project 
-   Organization of the symposiums and workshops on the crucial and emerging 

issues of ICH and its safeguarding in the two countries were held in Ulaanbaatar 

and Seoul (2008 and 2009, respectively)

-   Field missions and research expeditions by experts of the two countries carried 

out in Mongolia and Korea (2008 and 2009, respectively)

-   Major important measures taken to create a favorable legal environment for 

safeguarding ICH—namely, modifying relevant heritage related laws as well as 

elaborating initial documents, including regulations of identifying and registering 

the intangible heritage, rules of the national council for identifying ICH and its 

bearers, which were approved by the Minister of Culture of Mongolia in 2009

-   Elaboration and approval of national lists of ICH by the Minister of Culture

-   Involvement of national experts in preparing nomination documents for the ICH 

lists

-   Implementation of field surveys on ICH and bearers in selected provinces and 

registration and documentation of ICH elements and bearers

-   Photo exhibition about the UNESCO ICH Representative List to enhance 

visibility

-   Publicati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he Mongols and dissemination of 

the volume among policymakers, ICH specialists, cultural workers and school 

teachers to improve a public awareness and to safeguarding and transmit ICH

In the evaluation meeting of “Establishing a Safeguarding System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Mongolia”, Mongolian institutes and ICHCAP agreed to proceed 

with a future project within the framework of information and networking, the main 

functional areas of ICHCAP. A new joint project, Safeguarding ICH by Utilizing 

Information Technology in Mongolia, was implemented from 2010 to 2011. At 

the same time, ICHCAP had a pilot survey on the restoration and digitization of 

superannuated and damaged ICH-related data in Mongolia at the Institute of Language 

and Literature of the Mongolian Academy of Sciences; Mongolian National Public 

Radio; and the Center of Film, Photo and Audio Documentations at the National 

Central Archives.

Restoration and digitization of the timeworn and damaged ICH analogue archive 

data would not only be a highly significant measure for ICH safeguarding, but also a 

starting point for establishing a nationwide integrated database and an online network 

on the ICH-related materials.

Overall 713 hours of recordings cover 700 GB storage as digitized format. These 

files were being kept on the hard drives at the Institute of Language and Literature. 

The digitization of these audio recordings as well as the categorization and creation 

of a new database have a significant value and are assets for research, study, and 

dissemination to everyone interested. As a result of the project, a ten-CD box set was 

produced for dissemination purposes. Through this project, Mongolia gained expertise 

in the field of restoring and digitizing superannuated magnetic tapes. 

Also as a result, a Mongolian ICH website was created, and it will be further 

maintained and improved. The website will serve as a tool for reference as well 

as raising awareness on the importance of ICH in addition to promoting and 

safeguarding ICH. Using new ICH information technology is expanding. It is certain 

that safeguarding, restoring preserving, disseminating, and transmitting ICH through 

technology will inevitably contribute to the information sharing, coopera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With 

respect to the multinational element, Traditional Folk Long Song—Urtiin Duu, which 

is inscribed on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for Mongoli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governments 

of the two countries have established the Joint Administrative Committee and have 

carried out the Joint Field Survey for Urtiin Duu along with the Russian Federation. 

The survey covered the three mentioned countries in areas populated by Mongolian 

communities. The research and documentation materials were gathered and exchanged. 

Furthermore, the states are planning to publish an anthology called Urtiin Duu of 

Mongolian Nation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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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ICH Safeguarding Tasks in Mongolia

Mongolia has experienced rapid globalization and urbanization. The space of the 

ICH has undergone dramatic change. The modern trends of mass culture and art are 

invading Mongolia. There is a real possibility that the traditional ICH of nomadic 

life could faded in a short span of time. The trends of urbanization, the flow of 

human population from the countryside to the cities, globalization, popular culture, 

standardized education, and arbitrary tourism are having a bad influence upon the 

younger generations. These factors reduce the youth’s interest and reverence toward 

national cultural heritage. The survey conducted says that traditional Mongolian 

ICH has basically decreased and has almost disappeared in some regions due to the 

aforementioned historical reasons. This is a matter of concern.

In our view, undertaking the followi ng measures to safeguard, preserve, and 

promote Mongolian ICH could have a positive effect.

-   The main ICH bearer of any nation is the national language. Therefore, the 

protection, promotion, and development of our national language must be the 

sacred duty of Mongolians. Parents and families are obligated to let their children 

acquire a good level of skill of their own language.

-   Along with the family unit, other important protectors and supporters of ICH 

are ethnic groups and communities. Their roles are emphasized in the 2003 

Convention. The system transmitting ICH is the root of the existence of the nation 

and ethnic groups.

-   It became a pressing task to work out a national program to teach the Mongolian 

language and national culture to students at all primary and general education 

school levels.

-   For the past fifty years, the number of practitioners of customs and ceremonies, 

masters of the traditional treatment of animals, long-song performers, fiddlers, 

performers of traditional dances, and craftsmen has decreased rapidly. Now our 

primary task is to select good ICH practitioners, to encourage them and bestow 

them with honors, and to raise public awareness to broaden apprenticeship 

training.

-   It is now necessary to pursue a policy to revive rituals, customs, and festivities 

concerning the animal pastoralism and agricultural farming among the livestock 

breeders and farmers at the bag level (unit of a local administration) or sum level 

(an administrative unit subordinate to a province), and even at the family level.

-   It is fitting to pursue a policy to propagate and disseminate Mongolian ICH 

nationally and globally. The propagation of one’s culture means learning about 

other cultures and world heritages. It is our obligation that the government of 

Mongolia attracts the attention of Mongolians to be a center of Mongolian studies 

and studies of global nomadic ICH. Life demands that we promote Mongolian 

studies on the broad scale, inscribe the various ICH elements on the UNESCO 

lists, propagate Mongolian culture in the itineraries of tourism nationally and 

globally, introduce new cultural products, and establish new cultural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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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on Cultural Heritage of Vietnam and the Issue of Inventory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Vietnam, activities aimed at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ate 

from a much more recent period than the protection of tangible cultural heritage.

This delay of over half a century in the development of preservation policies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s been a big loss, which in some cases cannot be 

redressed. Because of the limited awareness of the full valu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any ordinary people and culture owners have ceased practicing and 

transmitting their traditions. This has meant that there have been no inheritors to 

many traditions. Many oral heritage elements have disappeared forever, even from 

popular memory. The rapid change of socio-economic conditions has led to many 

changes in the spiritual and cultural life of communities. In the past, som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lements were considered backward or superstitious or belonging to 

the culture of the feudal class. As a result, culture bearers disavowed their heritage or 

The Task of Inventory,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perience from Vietnam

Le Thi Minh Ly

Director

The Center for Research and Promo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of Vietnam

were compelled to renounce their traditions. There are some social customs, forms of 

folk knowledge and technical skill that have become altogether extinct without any 

possibility of restoration or revival.

However, after having access to UNESCO’s various recommendations and the 

2003 Convention, Vietnam has made ICH awareness processes and safeguarding 

activities an active and effective feature of public policy, with a high degree of positive 

outcomes. This has been the result of a widespread shift in thinking, dating back as far 

as 1986. The commitment to ICH awareness and safeguarding strategies has given rise 

to extensive practical work in many aspects of Vietnamese life, including culture. Much 

has been done to seek out new and developing knowledge about ICH perspectives so 

as to benefit from the broad knowledge and experience of experts in all countries where 

ICH safeguarding is being advanced and promoted, and this has resulted in Vietnamese 

ICH safeguarding activities advancing with great rapidity and success in recent years.

A legal framework for safeguarding ICH has been developed step by step and 

gradually completed and integrated into the common viewpoints of humanity. Our 

Law on Cultural Heritage, which was promulgated in 2001 and came into force in 

2002, has recently been revised to be in line with real-life conditions and the 2003 

UNESCO Convention. UNESCO has affirmed that the articles of this law are basically 

in conformity with the Convention. We have incorporated in the law new concepts, 

mostly in the areas of ICH and safeguarding measures, identifying appropriately 

the responsibilities of each sector in safeguarding cultural heritage, in which ICH is 

recognized as living heritage, bearing power and existing in an unceasing development 

of social relations. The importance of ICH, seen as living, contemporary, traditional, 

and recognizable by communities, has key significance for these communities not only 

because it is their heritage but also because of its critical importance to their identity.

The inventory proces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measures required for the ICH 

safeguarding. This problem is defined in the Cultural Heritage Law (2009) and in 

the protocol guiding its implementation (2010). Article 17 of the law stipulates that 

the state has the responsibility for creating conditions for everybody—from cultural 

owners to relevant communities, from individuals to collectives, from state research 

agencies t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to join in with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 organize research, collection, inventory, and classific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the primary task identified by the state among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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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preserve ICH stipulated by this article. Article 18 details the inventory of ICH: 

1.   Chairmen of the People’s Committees of Provinces and Cities under the Central 

Government (hereafter referred to as provincial level) organize the inventory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ir respective locality and select and prepare 

scientific dossiers to b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o include in the list of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2.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decides and promulgates the list of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and issues certificat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to be included in the list of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In cases where the item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lready included in the 

list of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e subsequently found not to meet 

the criteria,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hall decide on their 

exclusion from the list of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3.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guides the implementation of Item 1 

in this Article”.

So, with the above detailed objectives, Vietnam’s Cultural Heritage Law is closely 

aligned with international measures for safeguarding ICH in general and with regard 

to the importance of inventory listings in particular. When comparing the terminology, 

concepts, and contents of Vietnam’s Cultural Heritage Law and the 2003 UNESCO 

Convention, you can see that they are similar in viewpoint, orientation, and solutions. 

Especially with regard to making an inventory, they coincide in purpose, general 

and global regulations, the updating of information, the role of communities, and the 

responsibility of society for these issues.

Cultural heritage elements in Vietnam will be classified as part of the inventory 

according to their current viability and their relative need of safeguarding or urgent 

safeguarding. This is very appropriate to the purpose of the inventory laid down by the 

Convention: “to ensure identification with a view to safeguarding” (Article 12.1).

In short, Vietnam has implemented the 2003 Convention promptly and effectively. 

Some articles in the Law on Cultural Heritage have been amended and supplemented, 

particularly those relating to inventorying ICH. For example: the 2001 Law on Cultural 

Heritage did not contain the terminology “inventory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nventory was often understood as “investigation,” “collection,” and sometimes 

“statistics.” The amendments to some articles of the 2009 Cultural Heritage Law added 

the term “inventory” and some new contents on ICH, which stipulate that “inventory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listing cultural heritages” with the aim to safeguard and 

develop the values of ICH. (Item 14, Article 1)

In June 2010,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ssued Circular 04/2010/

TT-BVHTTDL, guiding ICH inventorying and the preparation of scientific dossiers of 

ICH elements to be included in the list of national ICH. At present, the work is being 

implemented throughout the country.

Experience in Inventory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Vietnam  

In the last fifteen years, many organizations and agencies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have carried out surveys and developed inventory lists and 

documentation of cultural traditions and created databases to different extents. Some 

lists have been made by cultural forms (such as music, performing arts, traditional 

handicraft, festivals, oral heritage, etc.); some by geographic regions; and others by 

ethnic groups, localities, and administrative units—provincial or district levels. Some 

projects have had good objectives, but they lacked community participation. Other 

projects were strong in both objectives and community participation, but they were not 

consistent and broadly based. Most of the survey and inventory projects are separate, 

lacking in continuity and coordination for the common objective of safeguarding 

cultural heritag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survey on the current situation of inventorying ICH 

in Vietnam (a project jointly implemented in 2008 by the Department of Heritage, 

the Hanoi UNESCO Office, and other relevant agencies), research, collection, and 

documentation of ICH have been undertaken by those agencies and professional 

associations and individuals to meet the needs of learning about the values of 

ICH in their own functions and tasks. But the assessment of the vitality of cultural 

heritage and solutions and specific plans for ICH safeguarding have not been 

sufficiently attended to.

The inventory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Vietnam has been carried out by state 

agencies, social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for different purposes and by different 

ways, but mostly for research and collection purposes in their own functions and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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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has often been understood as a general survey—statistical and collection activities. 

These agencies and institutions as well as their purposes are as follows:

•   The Vietnam Institute of Culture and Arts Studies,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formed through general surveys and implementation of projects on 

ICH 

-   classified by forms such as festivals, crafts, performing arts, folk 

knowledge, etc. 

•     The Musical Conservatory (The National Conservator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formed according to ethnic groups and geographical regions 

-     classified by song, dance, music, etc. 

•    The Institute of Culture Studies: 

-   formed through classification by folk culture groups, performing 

arts, traditional crafts, customs and traditions, festivals, religious 

belief, folk knowledge, etc. 

•      The Vietnam Association of Folk Arts: In 2000, the Association developed 

the Plan-Vision 2010. 

-   formed from surveys and studies and implementation of some 

projects on rehabilitating ICH 

-   supplemented through the mobilization of all its members to 

take part in a general survey on ICH, conducted in all provinces 

throughout the country 

-   resulted in inventorying and classifying ICH of forty-six out 

of fifty-four ethnic groups into five categories: social culture, 

production culture, daily culture, religious culture, and art culture

-   published in two volumes entitled General Inventory of Folk Arts 

of 54 Ethnic Groups in Vietnam. Implementing the Plan Vision 

2010

Other departments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f provinces and cities have 

undertaken inventorying projects in possible localities by geographical regions or by 

cultural forms. Some localities have developed inventory lists by ethnic groups1. In 

general, ICH inventorying in Vietnam has been taking place under different forms 

and to different extents with different approaches. Most of the projects and programs 

on general surveys and inventories of ICH have been conducted on a large scale, but 

they lack depth and safeguarding solutions, particularly for those elements at high risk, 

and they have also been conducted without guidance and direction from competent 

authorities. 

CCH and the Project on Inventorying,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Hanoi City

In Vietnam, most provincial and municipal inventory lists have been built based on 

the old conception of listing and enumerating the quantity of common heritage in 

large local geographical areas without prioritizing and identifying at-risk heritage 

elements in urgent need of preservation and proposing measures for their protection. 

In Hanoi, most ICH forms subject to inventorying, as stipulated in Circular 04/2010/

TT-BVHTTDL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ve not yet been 

inventoried in a scientific and in-depth manner with full information as required, and 

their vitality has not yet been identified fully. On the occasion of the Millennium of 

Thang Long—Hanoi in 2011, the city invested in many research projects on cultural 

heritage. But much of this work paid more attention to “typically outstanding” heritage 

elements not at-risk forms of heritage. Moreover, they did not recognize the vitality of 

cultural heritage forms and their practitioners and owners. It is impossible to consider 

them as contributions towards an effective inventory of ICH in Hanoi.  

As a result, the city has decided to implement a project entitled Inventory: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Hanoi not only to clearly identify 

the quality and undertake classifying ICH but also to assess the values, challenges, 

and risks the elements face and to take immediate measures to ensure their existence 

and help them to last and flourish in today’s social conditions in a more active and 

sustainable manner.  

The CCH (established in 2007) is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affiliated with 

1    According to the Country Report sent to UNESCO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2012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03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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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ietnam Association of Cultural Heritage. One key aim of the CCH is to apply 

the latest achievements in the studies of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 promote a sustainable and culturally rich development of local and indigenous 

communities in the rural and urban localities. Through strong partnership with local 

community leaders, policymakers, and practitioners, and with the private sector, 

mass media and scholarly researchers, the CCH seeks to enhanc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local knowledge, participation, and voices in an ecologically sound and 

culturally meaningful process of development. The CCH’s activities help empower 

local and indigenous peoples, especially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voicing their 

concerns about current issues and to support them in working toward solutions for 

improving their quality of life. The CCH gives priority to marginalized communities 

whose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is at risk: those of ethnic minority communities 

facing development, of immigrants as a result of industrialization, and of urban spaces 

endangered by rapid urbanization. Among the variety of intervention measures, the 

CCH pays special attention to formal and informal education at schools and in the 

community and helps ensure effective inter-generational engagement in building 

mutual understanding, self-respect, and self-determination for future generations.  

The Department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f Hanoi invited the CCH to join 

the inventory project as a professional stakeholder. In the coming three-year period, 

2013 to 2015, the CCH will take part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the Inventory: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Hanoi project. With its experience 

in raising awareness and implementing the 2003 Convention, the CCH proposes the 

following project objectives:

•    identify the quantity, assess the vitality, identify challenges and risks, and 

recommend suitable measures for the preservation of different forms of ICH 

in Hanoi

•    find means of timely rapid-solution protection for representative/high-risk 

ICH elements in urgent need of preservation in Hanoi. 

•    consolidate and raise awareness and capacity building for staff and 

communities on the need for safeguarding ICH in Hanoi. 

To implement this project, the CCH has identified the following basic requirements: 

•    mechanisms on the urgent preservation of ICH established and implemented 

including concepts, criteria on urgent condition, policy on the provision of 

benefits, public honors, and financial support for culture owners

•    representative/risk ICH identified and safeguarded through measures of 

preservation including preparation of dossiers of ICH to be listed in national 

ICH databases, and based on the result of large-scale inventorying, measures 

undertaken to preserve different forms of ICH in Hanoi. 

•    training and capacity building provided for core and sustainable human 

resources (including both staff and resource communities) to take part in 

safeguarding and developing ICH as well as cooperation and awareness 

raising for media organizations to cover continuously and timely with a 

correct understanding of inventory and safeguarding activities of ICH to raise 

public awareness on the preservation of ICH in Hanoi. 

Project activities to be implemented with the following contents: 

•    inventory, listing ICH to be safeguarded in Hanoi 

•    inventory in close combination with the preservation of some representative 

and high-risk ICH elements 

•    inventory in close combination with the development of a mechanism on 

urgent preservation of ICH in Hanoi 

•    i    nventory ICH of Hanoi, preparing scientific dossiers for listing national 

ICH.  

 

Expected outcomes:
•    representative/high-risk ICH in Hanoi preserved in time and their values 

developed 

•    the quantity, vitality, challenges, risks, and suitable measures identified for 

safeguarding different forms of ICH in Hanoi

•    mechanism for urgent safeguarding of ICH established and effectively 

functioned

•    capacity of staff and communities in safeguarding ICH in Hanoi built 

and upgraded, and a database on Hanoi ICH established to store and 

synchronously manage and updated regularly to serve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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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significance:
Expected project outcomes will be significant, practically and theoretically, for the state 

to administer preservation and develop the values of ICH in Hanoi. 

Project activities and approaches stress community participation. With support 

and recommendations by UNESCO, as proposed in this project, the activities 

will contribute to creating best practices and the basis for policymaking for ICH 

safeguarding in Hanoi and at the national level.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ICHCAP, which has brought us 

together to implement our duties to our ancestors and future generations. ICHCAP 

calls us on to protect ou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ut what doe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ean, and what are the tasks involved with safeguarding i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afeguarding includes preserving our cultural memory 

for our future generations; preserving our essence and dignity to live a proper life; 

protecting our unique cultural heritage by which we live every day; developing 

traditions for our young generations; and enriching our lives by studying about the 

rich experiences of the past.

The social condition of contemporary Tajik society can be defined as 

transitional. There is the formation of a civil society with a specific pluralism 

in spiritual life. Political and legal systems are being established according 

to international democratic standards. This transitioning society demands 

higher education levels, better economic and political cultures for the people, 

and greater independence in their pursuits of various ideological and spiritual 

traditions and trends. To meet these demands, it is necessary to facilitate 

Protection of Ustod-Shogird as an Essential 
Heritage Safeguarding Task

Faroghat Azizi

Deputy Minister

Ministry of Culture in Tajik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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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llow citizens in getting better access to use the cultural achievements of 

humanity.

Tajik history and culture underwent an enormous change during the twentieth 

century. This has affected not only material and spiritual culture but also relations 

between generations, the way of life, and common moral norms.

Today, post-industrial civilization has realized the potential of cultural heritage, the 

need for safeguarding it, and the effective use of it as an important resource for the 

world economy. 

The loss of cultural values is irreplaceable and irreversible. Any loss of this 

heritage will inevitably be reflected in all areas of life—present and future—and 

will lead to spiritual impoverishment and ruptures of historical memory and social 

impoverishment as a whole.

This heritage cannot be compensated for by developing modern culture or by 

creating new works. Accumulation and preservation of cultural values are the basis 

of developing civilization.

The current trend of reconsidering the role and values of cultural heritage aspires 

not to keep this heritage in original state but to include it in modern life. History and 

culture act here not as the process of preserving the past and accumulating cultural 

values, but as the process of unfolding something new from the old. Prof. Y.M. 

Lotman reiterates this point when he writes: 
The culture is memory. Therefore, it is always connected with history, 

always means a continuity of moral, intellectual, spiritual human 

life, society and mankind. And therefore when we speak about our 

modern culture, we speak and about a huge way which this culture 

passed. This way totals the millennia, steps over borders of historical 

eras, national cultures and immerses us in one culture—culture of 

mankind.

The wealth and abundanc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gives modern societies 

great opportunities to revive their spiritual essence, but at the same time, it also 

imposes a responsibility to preserve it.

Protecting the national cultural heritage of Tajikistan is carried out not only by 

national cultural policy but also within program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field of heritage safeguarding.

In Tajik culture one of the signific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lements is the 

institution and system called ustod-shogird. It is an educational institution based 

on the teacher-apprentice relationship. It has, for centuries, been carrying out the 

mission of protec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y transmitting valuable heritage 

skills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This institute is important today for the revival of many types of art crafts in a 

number of countries in the East. A comprehensive study of ustod-shogird will give 

us the chance to apply modern technologies for educational purposes in art crafts. 

Its self-sufficiency and viability are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ustod-shogird. It 

has always formed the basis of professional arts. In the middle ages, through this 

social institute, the art of writing treatises arose. These treatises included rules or 

technology for the foundation of arts. To memorize those rules, students had to 

repeatedly sing them as a song. 

Ustod-shogird is a large-scale technology and is realized at both the national and 

regional levels of the country. Ustod-shogird is an educational technology. This 

means that its basis contains a set of methods for achieving specific goals in a certain 

sphere of culture. Thus, ustod-shogird is a substantial instrument in implementing 

theory practically.

The analysis of centuries-old experience of ustod-shogird allows the following as 

a generalized definition of its technology:
The technology of training through ustod-shogird is based on such 

laws and rules of pedagogical activity that is realized on scientifically 

reasonable projects of didactic process that possess a higher degree 

of efficiency, reliability, and security of results than take place in 

traditional models of training.

Through ustod-shogird, the technology of training operates as logically structured 

didactic processes defined by tasks adequately proceeding under the influence of 

certain pedagogical conditions and providing predicted results.

Appliance of ustod-shogird’s principles in modern Tajikistan proves its 

effectiveness as a modern element of pedagogic in culture and art.

As the technology of training through ustod-shogird is conceptually a complete 

system and a significant idea. The principles, methods, the tutorials guarantee a 

rather high level of efficiency and quality in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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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nciples of the teacher-apprentice system are universal in traditional 

cultures. Such systems appear as ustod-shogird in Tajikistan and Uzbekistan, ustat-

shakirt in Kyrgyzstan and Kazakhstan, iyemoto-seydo in Japan, and guru-shishya in 

India. Similar principles of orally transferring tradition appear in many other non-

European cultures.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that this cultural phenomenon covers music and 

all other types of art creativity and crafts. As with similar systems of knowledge 

acquisition and skills in these areas related to creativity arts, training does not stop 

at the first stage of training, but goes through subsequent processes to improve 

professional skills. In each historical period, irrespective of ideology and priorities, 

the ustod-shogird system has found itself a worthy place in society.

The beginning of ustod-shogird was related to ancient Iranian civilization. It is 

noted that “ancient Iranians, successors of an Aryan civilization, were already at such 

level of intellectual development when they understood the importance of spiritual 

culture and its transmission to future generationsˮ. 

Ustod-shogird was originally created to transfer religious information in the 

context of ancient Iranian art. Religious texts made up only part of the transmitted 

data. Over time, besides the words and music, it captured other types of art creativity. 

Its initial mission is to pass on the accumulated experience of ancestors to 

future generations, maintaining the ability to creatively reinterpret and transform 

information that had been preserved in the memories of ancestors. 

The history of developing ustod-shogird even generated the treatise of writing 

tradition. In Tajik musical culture, these treatises are known as “performance rules” 

from the ninth to fifteenth centuries and from the sixteenth to twentieth centuries. 

Thus, studying the features of ustod-shogird allows us to conclude that this 

educational institute: 

• is directed on preservation and continuous development of art traditions  

• is based on the functions of schools

•  originated from an Aryan civilization and spread to subsequent areas 

irrespective of political, religious, and ideological institutions

•  represents training systems

•    is guided by the practical nature of training, having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oretical practices

•      promoted traditions in writing treatises and approved them as part of the 

training program

•    trains mainly in arts and crafts

•    adheres to forms of oral transmission

•        sets a new approach to teaching by means of “dialogs” between the teacher 

and the pupil

•    defines the honorable status of the teacher

In the history of Eastern culture, ustod-shogird became the keeper and the 

carrier of professional art. Ustod-shogird historically executed the noble mission of 

preserving and transmitting a wealth of ancestral experience. Today, at the beginning 

of the twenty-first century, undoubtedly, this institution will continue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raditional art of the East.

On the eve of the tenth anniversary of the UNESCO 2003 Convention, time has 

shown the usefulness and prospects of safeguarding 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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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abound in a wealth of cultural expressions, but 

these expressions are not often recognized as skills that may be used to revitalize 

communities. ICH safeguarding needs to look beyond research and documentation, 

building databases on art forms, and creating awareness through one-off festivals 

or made-up landscapes where the artists and crafts persons are uprooted from their 

natural environment to engage in demonstration. The paper shares examples from an 

initiative in India that emphasizes the need for investing in communities to revitalize 

their traditional skills and promote community-based creative enterprises, including 

cultural tourism to safeguard ICH. The Art for Life (AFL) initiative of banglanatak dot 

com, a social enterprise headquartered at Kolkata, India, aims at fostering an alternative 

pathway for development using cultural heritage as concrete means for improving 

people’s livelihoods and empowering local communities. Around twelve languishing 

folk art forms have been revitalized. The initiative has led to improved income and 

quality of life for 5,000 traditional artists. Non-monetized outcomes include improved 

Investing in People to Safeguard ICH 

Ananya Bhattacharya

Director

Banglanatak, India

education of children, improved health, and better access to sanitation. Capacity 

building of the ICH practitioners, documentation, and dissemination, heritage education 

and awareness building, and promotion of grassroots creative enterprise have been the 

critical components of the safeguarding process. 

The Story of a Village of Painters

Naya is a small village around 130 km away from the city of Kolkata in eastern 

India. All the sixty-five families living in the village have the surname Chitrakar, 

meaning painter. They are a unique tribe of folk painters called Patuas who 

are painters and lyricists as well as singers. For centuries, they have painted 

mythological tales on long scrolls and sang them as they went from house to 

house. The art form is called Patachitra or scroll painting of Bengal. In the early 

years of this century, less than a score of Patuas were pursuing the tradition. Even 

fewer knew the songs. Most villagers earned a living by working as daily laborers 

or vendors. The unique art form found appreciation in academic journals and 

documentary films but there was little impact on the life of the Patuas. Today’s Naya 

is in sharp contradiction to its situation a decade back. It is a vibrant cultural hub. 

There are more than four hundred Patuas painting scrolls on themes ranging from 

mythology to biographies, contemporary events, and communiqués on social issues. 

Every weekend, and often on weekdays, there are visitors, Indian and international, 

to the village. They listen to the songs and learn about the painted stories and 

about making color from fruits, flowers, and seeds. The Patuas are commissioned 

to paint about social issues, to enliven new airports and underground railway 

stations, and to illustrate comic books. The veteran painters—the Gurus—guide the 

enthusiastic younger generation in regular training sessions at the village resource 

center. Women and girls have especially come forward to make the art form their 

livelihood. They have overcome social sanctions on mobility and pressure of child 

marriage, and they are travelling across the globe to share their powerful story. The 

average monthly income has increased from USD 10 in 2005 to USD 250 in 2013. 

The Patuas now live in brick houses, have electricity and toilet at home, and send 

their children to school. 

Safeguarding Patachitra was possible owing to targeted investment in revital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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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ditional skills of the Patuas. The interventions were part of the Art for Life 

(AFL) initiative of banglanatak dot com, a social enterprise working across India for 

fostering equitable development using culture-based approaches. Initiated in 2005, 

the program has so far covered around 5,000 folk dancers, folk singers and musicians, 

folk drama troupes, and folk painters in the states of Bihar and West Bengal in eastern 

India. AFL aims at fostering an alternative pathway for development, using cultural 

heritage as concrete means for improving people’s livelihoods and empowering local 

communities. At Naya, the senior painters taught painting and singing in training 

programs held in the village. Contemporary painters, designers, and new media artists 

from India and abroad worked with the Patuas to explore new ways and mediums of 

expression. Patuas learned the use of varied colors and started painting on silk, leather, 

glass, and metal, thus creating a wide range of products. The lost tradition of using 

natural colors was revived. The artists formed a collective called Chitrataru to manage 

their art. A resource center was established in the village. For the past three years, an 

annual village festival, POT Maya, has been held in the last week end of November to 

promote awareness and Naya as a cultural tourism destination. With Naya emerging 

as a cultural hub, capacity building has not remained limited to transmission and 

revitalization of skills, but has also addressed building understanding on the advantages 

as well as potential pitfalls of tourism development and training on hygiene. Funding 

support in the initial years came from the government of India’s rural self-employment 

program (2005–2008) and then from the European Union (2009–2011). Currently the 

Department of Tourism of the state government of West Bengal is working with the 

Patuas to plan investments of USD 100,000 for strengthening the infrastructure. Naya 

has found a place in the state tourism brochures, and it is a case study in UNWTO’s 

recent ‘Study Report on Tourism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ultural Capital of Communities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abound in a wealth of cultural expressions, but 

these expressions are not often recognized as skills that may be used to revitalize the 

communities. Popular models of safeguarding heritage remain limited to academic 

research, documentation—building databases on art forms and in few cases on artists—

and awareness-raising activities through one-off festivals or made-up landscapes in 

urban areas or suburbs where the artists and craftspeople are uprooted from their natural 

environment to engage in demonstration s. Mechanisms of community participation 

are tokenistic or ad hoc. Culture remains a subject to be studied and admired and not 

a waterhole for local development. It is commonly said that culture gets low priority 

among investors, government or private, and hence remains neglected. To address this, 

it is important to build understanding on how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ay essentially become a tool for building an ecosystem for equitabl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communities. The story of Naya illustrates how investment in culture 

can drive community development and well-being through building enterprises and 

strengthening cultural identity and pride. It illustrates, as mentioned in Article 13 of the 

2003 Convention, the importance of ‘promoting the function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society, and at integrating the safeguarding of such heritage into planning 

program’. The following sections share the learning from AFL initiative on critical 

tasks for safeguarding ICH.  . 

Safeguarding Tasks

Building and maintaining an inventory of ICH practitioners is a crucial step. The 

lack of comprehensive information on the geographical spread of folk artists, their 

number, and their level of skills constrains evolving realistic planning of interventions. 

This information is also essential for planning promotional activities and building 

community-based institutions. A strategy of facilitating participation of the community 

in building the inventory helps in identifying the leaders from the community and also 

builds their sense of ownership on the safeguarding process from the outset. 

Core task for safeguarding is developing and implementing comprehensive 
training and capacity building programs for strengthening the transmission 
of skills as well as building capacities for contemporary applications of ICH 
elements. The curriculum for training has to evolve from the Gurus of the art form 

and not imposed. Multiregional and multicultural exchange and collaboration are 

important to build the capacity of traditional practitioners for innovative ways to reach 

out to contemporary markets and audiences. Questions are often raised about the risk 

of losing authenticity while catering to market demands. Facilitating collaborative 

workshops for the practitioners of folk art and contemporary art and theatre dir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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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ians, composers, new media artists, and designers leads to improved confidence 

among the traditional ICH practitioners. They are better able to understand their own 

cultural context and to further innovate. Training has to address building new technical 

skills like the nuances of stage performances and in-studio environments in the case of 

performing arts.

The participation of ICH practitioners in international networks is also 

important for success. Bauls and Fakirs are the Sufi singers of Bengal. Their 

philosophy of attaining the divine through universal love and brotherhood emerged 

in the seventeenth century, unshackling the sanctions posed by a society stifled 

with superstitions, caste divisions, religious intolerance, and malpractices. Festivals 

were used to promote their music and put them on the global Sufi map. Sufi Sutra, 

an international peace music festival held at Kolkata, has seen the participation of 

nineteen international and nine national teams over the past three years. The festival 

has connected the Bauls and Fakirs to a global audience. The wandering minstrels who 

hardly earned from their performance in 2005 now earn around USD 100 per month. 

Promoting enterprise building and entrepreneurship for developing a heritage-

based creative sector is an effective strategy for safeguarding ICH in today’s world. 

This offers the opportunity for building on the traditional skill base and augmenting 

local employment opportunities. The creative sector is economically important from 

the point of low capital investment, a high ratio of value addition, and a high potential 

for export/foreign exchange earnings through the sale of cultural products and the 

promotion of cultural tourism. Under AFL, artists’ collectives were trained in financial 

literacy, pricing of cultural products, and even language training so that they could deal 

directly with market. The women at Naya, for example, learned to speak English so 

that they could explain their stories to visitors who did not know the local language 

(Bengali). Chau dancers, accustomed to nightlong performance of acrobatic masked 

dances, learned to make short productions (15 to 40 minutes long) and increased their 

repertoire by developing productions based on stories by Tagore and Shakespeare. 

Today, they perform across India and have travelled to the UK and Japan. 

In India, traditional ICH bearers are mostly from deprived communities. They 

needed support for costumes, musical instruments, and accessories. They 

voiced the need for places for practicing and showcasing, and resource centers were 

established in the villages with large number of ICH practitioners. These centers have 

now become the cornerstone for developing the area as a hub of creative industry based 

on ICH. The model of developing artist villages as cultural hubs is inherently more 

sustainable than artificial heritage parks or made-up villages in city neighborhoods. 

The importance of documenting oral traditions and cultural expressions is well 

recognized and practiced. Unfortunately, it often remains as mere output rather than a 

resource or means for education, awareness raising, and capacity building. Research on 

ICH must not remain as something studied and admired by a selected few, but rather 

be used to inform and influence policy and practice for safeguarding culture. Modern 
technologies offer much opportunity for connecting communities and augmenting 

income of even isolated communities, but effective dissemination remains a challenge. 

Safeguarding thus needs to address creating and strengthening cultural production 
and distribution capacities.

Awareness raising and information programs need to target wider access to global 
markets and international distribution networks for cultural activities, goods, and 

services. The emergence of viable local and regional markets for promoting and 

circulating cultural goods and services needs to be supported by the government. 

Linking and networking private and public stakeholders in learning, producing, and 

disseminating culture-based products are also important for sharing knowledge, good 

practices, and replication efforts.  

Festivals regularly organized and with a fixed schedule have emerged as a 
powerful tool for promotion and for creating new audiences. Festivals are not just 

about stage performances. Successful festivals facilitate interaction with musicians, 

art lovers, art critics, researchers, and academics and thereby open up new avenues 

and give practitioners new ideas. As described in the introductory case study of Naya, 

village festivals like POT Maya encourage visitors to see traditional culture. They 

also help to extend the benefit of culture-based development to the larger village 

community. This helps address migration from rural to urban areas. 

Drivers for Culture-Based Development

Besides reduction of poverty (MDG 1) and socio-economic empowerment of 

women (MDG 3), a key outcome of AFL has been the fostering of social inclusion. 

Commercial success and new livelihood opportunities motivated the youth to l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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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s. The safeguarding process under AFL renewed community pride and 

strengthened their identity. Most ICH bearers are marginalized and deprived, devoid 

of social recognition and respect. Conventional pathways of development do not 

recognize traditional skills. A Baul singer may be illiterate but knows hundreds of 

songs. The nomadic and indigenous artisan making intricate Dokra craft using primitive 

lost wax methods of molding metal has rich knowledge of nature and natural elements. 

The ingenuity of Patua, who may not be able to write but can create a song and framed 

animation of any story in a long scroll, demands appreciation. In the absence of social 

recognition, communities often give up their traditions in search for better income 

and social status. Strategies for revitalizing heritage need to address reinstilling their 

lost pride. This way the marginalized communities feel included in the development 

process when they gradually witness their own transformation from art laborers to art 

entrepreneurs. Safeguarding these intangible heritage elements as a means of livelihood 

has proven to be driver of local development. Key drivers are recognizing skills as 

asset for development and social recognition for ICH practitioners, investing in their 

development by transmitting and rejuvenating their skills and enabling an environment 

to promote community-based creative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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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begins with a brief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the Pacific region and 

its cultural cooperation centering on past and on-going projects, such as the Festival 

of Pacific Arts (FOPA), community-bas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and 

Access and Benefit-Sharing (ABS). The introduction is followed by a progress 

report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safeguarding and the promo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Pacific. Activities both at country and regional levels as 

well as those carried out in partnership with other organizations are highlighted in 

the progress report. The paper then presents three areas for the future tasks for ICH 

safeguarding in the Pacific: 

 

i) ICH and community resilience, 

ii)  ICH and community well-being, and 

iii)  ICH policy and strategy. 

What Are the ICH Safeguarding Tasks? 
Voices from the Pacific Region

Akatsuki Takahashi 

Program Specialist for Culture

UNESCO Office for the Pacific States



  119118

Conference Report   Chapter 4.   

In doing do, the paper uses the information and data obtained through the field projects 

and observations on the ground. The paper concludes by presenting a way forward and 

showing major cultural events as opportunities for further promoting ICH safeguarding 

and the ICH Convention in the Pacific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

Introduction

Total surface area of the earth and comprises over one thousand islands and atolls. 

Australia in Near Oceania or west to the Solomon Islands was settled by the indigenous 

Australians some 50,000 ago while the Pacific islands in Remote Oceania or east to the 

Solomon Islands were settled by Austronesian people around 3,500 ago. New Zealand 

was settled by Polynesians migrating from the Cook Islands between 1250 to 1300 CE, 

and they developed Maori culture. These migrations show that traditional navigation 

systems are among the most important ICH in the Pacific.

Since the 1600s, when the Pacific region was “discovered” by European explorers 

such as Captain James Cook, the region has experienced an unprecedented period of 

change. Most notably of these changes were the adoption of Christianity, colonization, 

occupations during two world wars, and the progressive integration into a cash 

economy. Even today, some islands remain overseas territories of European and North 

American countries. The decolonization process of the Pacific region is still on-going. 

The Pacific region is blessed with all forms of cultural diversity and heritage. 

Its heritage is first and foremost ICH, a living heritage. The region’s indigenous 

communities are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ICH safeguarding as custodians 

transmitting Pacific heritage. 

The Festival of Pacific Arts (FOPA) is a pioneering project in ICH safeguarding. It 

was launched by Pacific leaders in 1970s with a vision to revive the indigenous arts 

and culture and reunite Pacific islands and territories1. Under the coordination of the 

Council of Pacific Arts and Culture (CPA), an advisory body to the Secretariat of the 

Pacific Community (SPC), FOFA has been held every four years in different Pacific 

islands and territories2. FOPA celebrated its fortieth anniversary at the eleventh event, 

1 Karen Stevenson: The Festival of Pacific Arts Celebrating 40 Years (SPC, 2012).

2  Fiji (1972), NZ (1976), PNG (1980), French Polynesia (1985), Australia (1988), Cook Islands (1992), Samoa (1996), 
New Caledonia (2000), Palau (2004), and American Samoa (2008). 

which was held in the Solomon Islands in July 2012. Over two thousand visitors 

enjoyed the traditional Pacific music, dances, and performances as well as the arts and 

cultural expressions. 

In 1984, the UNESCO Office for the Pacific States was established in Apia, Samoa. 

With an initial focus on education, the Office expanded its fields of competence to for 

culture (1985), communication (1990), and science (1991)3. Within the framework 

of the UN World Decade for Cultural Development (1989–1998), “Vaka Moana: the 

Ocean Roads” was launched with the aims of gaining better apprecia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and diversity of Pacific peoples. 

Since 2002, when a Regional Framework or Model Law for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was adopted at the Conference in Noumea, Pacific island 

countries have been developing a Pacific norm for community-bas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with WIPO assistance. With its informal sector being 

progressively integrated into the formal sector, and civil society being better organized, 

the region has recently begun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developing a regional 

IPR system to protect products deriving from traditional knowledge and cultural 

expressions.

More recently, capacity-building workshops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AB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UN Convention on the Biodiversity (CBD) are being held 

with the assistance of development partners, addressing ICH safeguarding as part of 

their program.

Progress in the Pacific

The UNESCO adoption of the ICH Convention in 2003 provided an opportunity 

for the Pacific to better structure the above initiatives, projects, and activities as a 

sustainable program anchored in cultural policy and strategy at country and regional 

levels. Since 2007, with UNESCO’s assistance, two regional consultations and 

twelve multi-stakeholder national consultations on ICH safeguarding were held in 

Pacific island countries. At present, seven Pacific island states are parties to the ICH 

Convention as shown in Table 1 below.

3   From an initial focus on education, the office has expanded its fields of competence with the addition of responsibilities 
for culture (1985), communication (1990), and science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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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Hague

1999
Protocol of 

1954

1970
Illicit

Trafficking

1972
World

Heritage

2001
Underwater

2003
ICH

2005
DCE

Australia 1984 1989 1974 2010

Cook Islands 2009

Fiji 1990 2010

Kiribati 2000

Marshall Islands 2002

Micronesia 2002 2013

Nauru 2013

NZ 2008 2007 1984 2007

Niue 2001

Palau 2002 2011

PNG 1997 2008

Samoa 2001

Solomon Islands 1992

Tonga 2004 2010

Tuvalu

Vanuatu 2002 2010

Total 2 0 2 14 0 7 2

Table 1: Ratification status of UNESCO Conventions in culture by Pacific Member States

The youngest States Parties in the Pacific are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FSM) 

and Nauru. 

FSM consists of four states—namely, Yap, Chuuk, Pohnpei, and Kosrae—that are 

spread across the Western Pacific Ocean. The first ICH workshop in FSM took place 

in March 2013 in the State of Yap, which is particularly rich in ICH among the four 

states of FSM. One of the most well-known heritage elements combining tangible 

cultural heritage (TCH) and ICH is Yapese Stone Disk. In ancient times, Yapese people 

travelled to Palau to quarry stone disks and brought them back with them by canoe. 

The disks were exchanged on special occasions, and those disks that experienced 

most adventurous voyages according to oral traditions were considered valuable. The 

workshop participants included representatives from the two Councils of Traditional 

Leaders—namely, the Council of Pilung (for the main island) and the Council of 

Tamol (for the outer islands).

Nauru, another island country, is twenty square kilometers and has population 

around nine thousand. Nauru has a unique ICH called Frigate Bird Catching. At the 

consultation held in Nauru in 2011, one of the participants made his presentation 

next to a frigate bird that was brought in the conference room.

Each Pacific island is unique, but what is common to all the Pacific island states is 

that Pacific ICH is a living and integral part of community life. I have had the pleasure 

of visiting twelve out of fourteen island states since I joined the UNESCO Office in 

Apia in January 2010. It has been an eye-opening experience, and whichever islands I 

went, UNESCO and ICH Convention received warm welcome and enthusiastic support.

As for international recognition by the ICH Convention, Vanuatu Sand Drawing 

and the Tongan Lakalaka are inscribed on the ICH Representative List. Several other 

nominations are being prepared by Pacific island states.

Despite its wealth of cultural heritage, the culture sector in most Pacific island 

countries has a relatively low profile in government administration. The responsibilities 

for cultural matters are often assigned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or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which is responsible for community life especially in outer islands. In 

most Pacific island states, only handful officers are working and then only with limited 

resources. Capacity building in ICH safeguarding is therefore critically important in the 

Pacific. In 2012, UNESCO launched the Asia-Pacific Capacity-Building Program for 

ICH Safeguarding with funding under the UNESCO/Japanese Funds-in-Trust. From 

the Pacific, PNG and Samoa were selected as participating countries from the Pacific, 

and several workshops were held with Ms. Noriko Aikawa and Mr. Anthony Parak as 

facilitators4.

In PNG, the National Culture Commission (NCC) held an implementation 

workshop in Port Moresby and an ICH inventorying workshop in Goroka last 

year. And this week, the NCC is holding a follow-up ICH inventorying workshop 

in Alotau for stakeholders in the southern provinces of the country. This Alotau 

workshop is being facilitated by Mr. Parak, who is the UNESCO trainer from PNG 

and a member ofNCC staff trained at Goroka Workshop. As you see, PNG national 

authorities have gradually taken ownership of ICH inventorying as it is rolling out 

to the provincial level. This is one of the most remarkable results of the UNESCO 

regional capacity-building project. In applying international standards to the region, 

attention needs to be paid to some specificities of the Pacific in relation to its strong 

third sector or “traditional sector”. The field visit to Solosolo Village arranged 

during the Samoa Implementation Workshop illustrates well such specificities. 

4   PNG organized ICH Implementation Workshop (Port Moresby, May 2012) and ICH Inventorying Workshop (Goroka, 
October 2012), while Samoa organized ICH Ratification Workshop (Apia, February 2012), ICH Implementation 
Workshop (Apia, February 2013) and plans to organize ICH Inventorying Workshop in Savaii Island in Octo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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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osolo Village is known for the production of Samoan fine mats. As a background, 

Samoan fine mats are traditional wealth item in Samoa. They are made of special 

pandanus leaves. Fine marts are exchanged on special occasions, such as marriage, 

funerals, and title-giving ceremonies. On such occasions, an orator, or speaking chief, 

displays his talent of public speech as fine mats are passed one from one village to 

another. The role of traditional chiefs is to ensure fair distribution of the received fine 

mats. The fine-mat exchange connects villages, families, and Samoans together. This 

traditional social network created by the fine-mat exchange well goes beyond the 

national boundaries, reaching out to overseas Samoans. Fine mats, iconic Samoa ICH, 

are not just products but a part of the greater socio-cultural system.

The visit to Solosolo Village started with customary protocols, including ava 

drinking; exchanging oratory and greetings by the matais (chiefs) followed government 

officers’ presentations; and exchanging gifts with elaborate rituals. Only after the 

traditional protocol was completed were the participants allowed to talk to the 

Women’s Council of the Village and women who actually weave the famous Solosolo 

fine mats. The protocol established and developed a relationship with the communities 

so it could not be skipped. Table 2 shows the current situation on the organization of 

different capacity-building workshops hosted by Pacific Member States.

 Table 2:   shows the current situation on the organization of different capacity 
               buildingworkshops hosted by Pacific Member States. 

Awareness
Raising Ratification Implementation Inventorying Nomination

Australia

Cook Islands 2010

Fiji 2009

Kiribati 2011

Marshall Islands 2011

Micronesia 2013(Yap) 

Nauru 2011

NZ

Niue

Palau 2010

PNG 2009 2012 2012

Samoa 2010 2012 2013 2013

Solomon Islands 2010

Tonga 2009

Tuvalu

Vanuatu 2008

Total 11 1 3 2

At regional level, ICHCAP has been holding annu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meetings, first in Fiji (2010) and followed by Tonga (2011), the Cook Islands (2012), 

and Vanuatu (2013). Each meeting was held under specific topic, such as ICH 

information systems, ICH visibility, and publications.

Furthermore, CRIHAP, a Category 2 Centre in China, organized two capacity-

building activities for the Pacific States Parties. One was in Beijing in 2012 and the 

other in Chengdu in 2013. The Chengdu workshop looked at ICH and community 

resilience, and the participants had an opportunity to visit the villages of the Qiang 

people, who were affected by the 2008 Sichuan earthquake. The participants learned 

how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ICH Convention helped safeguard and revitalize 

the Qiang people’s ICH in the post-disaster phase.

In February 2013, Pacific Heritage Hub (PHH) was established at the University 

of the South Pacific (USP), a regional intergovernmental university. PHH is a facility 

created by and for the Pacific people under the vision “Our Pacific islands’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is restored, enriched, cherished, and protected for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Since the establishment, PHH has been active in networking through 

communication activities, including websites and social media5, and organizing 

meetings and events by using USP’s ICT facilities. 

The above-illustrated progress in ICH safeguarding in the Pacific provide good 

grounds for celebration. A special event was held by Vanuatu Culture Centre in June 

2013 to celebrate the tenth anniversary of the ICH Convention. The three-day program 

included lectures, sand drawing demonstration, and other cultural expressions of the 

diverse communities in the country. Adding to this celebration was the announcement 

to inscribe Arthur Bernard Deacon’s (1903-27) collection (MS 90-98) to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in July 2013. Being preserved at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this collection was created when 

Deacon visited Malekula and other islands of New Hebrides (now Vanuatu) in 1926. 

It includes notes, geometrical drawings, diagrams, plans, and maps relating to sand 

drawings. 

5 https://www.facebook.com/pacificheritage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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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Are the ICH Safeguarding Tasks in the Pacific?

Building on the above progress, what are the ICH safeguarding tasks in the Pacific? 

There seem to be three important areas.

ICH and community resilience

Pacific island states are exposed to a wide range of natural disasters, including 

cyclones, earthquakes, and volcanic eruptions. Adapting to these hazards, island 

communities have built locally specific governance systems, knowledge, and practices 

to reduce damage and minimize losses. 

The following is an example of Cyclone Evan that hit Samoa in December 2012, 

causing significant damage and losses. At least five people were killed, and the cyclone 

severely damaged or destroyed homes. And some 600 households or roughly 4,200 

required assistance with reconstruction. The total estimated damage and losses are 

equivalent to about 28 per cent of Samoa’s 2011 GDP.

UNESCO took part in the UN/WB Post-disaster Needs Assessment following 

Cyclone Evan6 . The assessment of the culture sector highlighted the damages and 

losses relating to the integrity and authenticity of the Fagaloa-Uofato protected 

area. This area is on Samoa’s World Heritage Tentative List. The area is known 

for its tropical forest and also rich oral traditions as well as handicraft production. 

Interestingly, during the assessment visit to the area, it was observed that the roofs of 

some western style houses were blown away by strong winds while traditional Samoan 

fale withstood and suffered only minimal damage

During the following six month recovery phase, Samoan culture played an 

important role. With the assistan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government, 

the village councils quickly resumed critical community services including health 

and education services. These community-led services played important roles in 

the post-disaster phase when relevant public services were interrupted. Extended 

families are traditional safety net in Samoan society, which were activated and 

Samoan villages received financial and material support from overseas Samoan 

6 http://www.pacificdisaster.net/pdnadmin/data/original/WSM_PDNA_2013_TC_Evan.pdf

communities. Cultural activities provided opportunities for communities, especially 

women and youth, to get together and support each other. These activities included 

the Annual Fine Mats Festival in March 2013 and the traditional long boat race on 

Independence Day in June. By around July, cruise ships returned to the Apia port, 

bringing in tourists and visitors.

The published report on the post-disaster needs assessment following Cyclone 

Evan contains one chapter on cultural heritage while the quantitative damages and 

losses were assessed and presented across three sectors—namely, environment, 

housing, and tourism. This reflects a major challenge facing the culture sector; 

cultural contributions are not recognized as property in the existing national 

accounting system.

ICH and community well-being

A second area for the future ICH safeguarding in the Pacific is related to ICH and 

community well-being. The recent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5/309 

“Happiness: towards a holistic approach to development” states that happiness is a 

fundamental human goal and universal aspiration and that GDP by its nature does 

not reflect that goal. Bhutan’s Gross National Happiness (GNH) is widely known as 

an attempt in Asia to promote a more inclusive, equitable, and balanced approach to 

development. In the Pacific, a similar on-going project is looking to develop alternative 

indicators of well-being for Melanesia. 

In 2012, with the support of the Vanuatu National Statistics Office, the 

Malvatumauri National Council of Chiefs in Vanuatu compiled a pilot study that 

considers variables reflecting Melanesian values as a way to measure well-being. 

The Melanesia region (Vanuatu, the Solomon Islands, and PNG) is among the last 

places in the world where the subsistence economy still outweighs a cash economy. 

In Vanuatu, roughly 80 per cent of people live in rural areas with other members 

of their extended families. They satisfy most of their food needs using resources 

from the land and sea, and they take part in a variety of traditional ceremonies that 

enhance a sense of belonging to the community7 . The Vanuatu Pilot Study Report 

7   Ralph Regenvanu, “The traditional economy as source of resilience in Vanuatu”, In Defence of Melanesian Customary 
Land (AID/WATCH,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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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plored three domains—resource access, cultural practices, and community 

vitality—as important domains for community well-being8.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ICH is closely related to all three domains analyzed in the report. The project 

that is now being carried out in PNG deserves continuing monitoring and support 

from an ICH perspective.

ICH policy and strategy

Pacific Member States are gradually establishing national policies and strategies for 

ICH safeguarding. The Pacific Regional Cultural Strategy (2010–2015) endorsed at the 

second Ministerial Meeting for Culture (Honiara, 2012) and emphasized the UNESCO 

ICH Convention9 . Taking into account the unique governance in the Pacific—blending 

traditional chieftain system with modern democracy—efforts are being made to 

leverage mutual reinforcement between community-based customary practices and 

laws with government-supported programs and legislation.

With regard to infrastructure-related policy, Pacific island states are in urgent need 

of cultural facilities, such as museums and multimedia centers to provide places to 

maintain and manage ICH inventories and run educational and community reach 

programs.

Also, there is a need to develop the research capacity of indigenous researchers and 

research-related organizations in Pacific island states. The Pacific region has long been 

a subject of research and surveys conducted by overseas anthropologists and ethno-

musicologists. The outcomes of such research have not necessarily been shared properly 

with custodian communities and ICH holders. In this connection, the ICH Convention 

and ICH inventorying provide an opportunity for the Pacific to develop a corps of 

indigenous researchers and institutions. Networking and information is vital task for 

ICH safeguarding in the Pacific. Getting the traditional sector and its stakeholders and 

system, including traditional chiefs and the village council, and fostering partnerships 

with them is the key to the future of ICH safeguarding in the region.

8 Alternative Indicators of Well-being for Melanesia: Vanuatu Pilot Study Report (VNSO, 2012).

9 http://www.spc.int/hdp/index.php?option=com_docman&task=cat_view&gid=184&Itemid=44 .

A Way Forward

The Pacific region is aware of the need for further advocacy and awareness-raising for 

ICH safeguarding targeting stakeholders in the region’s three main sectors—namely, 

public, private, and traditional. There are several opportunities already lined up for this 

task.

First, the fifth Melanesia Festival of Arts and Culture (MAF) is planned for July 

2014 in Papua New Guinea. MAF was created by the Melanesia Spearhead Group 

(MSG)10  in 1995 to promote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cultural expressions 

from the Melanesian sub-region11 . The 2014 Festival in PNG will be organized by 

the National Melanesian Arts and Culture Committee and coordinated by the PNG 

National Cultural Commission.

Second, Samoa will host the third U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mall 

Islands Development States (SIDS) in August/September 2014. Following the 

Conferences held in Barbados (1994) and Mauritius (2005), the third conference 

in Samoa will bring together representatives not only from SIDS but also from 

UN Member States to discuss the sustainable future of SIDS. As part of its 

preparatory process, a thematic brief on Cultu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Pacific has been prepared by a working group composed of UNESCO, 

UNESCAP, and SPC12. UNESCO convened the Roundtable on Cultu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Nadi, Fiji, on 9 July 201313 . The Roundtable 

Outcome Statement reiterates that international development partnerships 

and programs need to recognize, support, and invest in cultur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urthermore, the outcome document of the Barbados Inter-regional 

Preparatory Meeting held in August states that “Measures to protect and preserve 

the natural,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acti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of SIDS has been inadequate”. The document also calls for “increased 

resources for the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of national and regional cultural 

10   MSG comprising of Vanuatu, Fiji, the Solomon Islands, Papua New Guinea and New Caledonia’s FLNKS (National 
Kanak Socialist Liberation Front). 

11 MAF was first hosted in Solomon Islands (1998), Fiji (2006), and New Caledonia (2010). 

12 http://www.forumsec.org/pages.cfm/documents/briefs-sustainable-development-working-group/

13   Final Report on Round Table on Cultu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post 2015 Agenda (UNESCO, Augus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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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It is hoped that the Pacific region will be able to get their voices heard at the third 

SIDS Conference and turn their aspirations into reality for a sustainable future.

Appendix 
Summary of Discussion
Profile of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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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What effects has the 2003 Convention had in the Asia-

Pacific region? 

Chairperson Professor Noriko Aikawa opened the conference by welcoming all of the 

participants. She explained the topic of the first session and introduced the first two 

speakers: Dr. Tim Curtis and Professor Amareswar Galla. She then invited the first 

presenter, Dr. Curtis, to give his presentation. 

Dr. Curtis’s presentation provided data on where ICHCAP stands and what has 

been accomplished so far. ICHCAP is getting close to including the entire Asia-Pacific 

region. Dr. Curtis’s data showed that this region is particularly active, representing 

almost half of the listings worldwide. Dr. Curtis argued that the unprecedented rapid 

increase in popularity ICHCAP has experienced means that it has responded to a need.

Dr. Curtis’s data showed that ICHCAP has been successful in raising awareness. 

However, he argued that while awareness is necessary for progress, it is not sufficient. 

He explained that people may be aware of the need to safeguard ICH but it is difficult 

to measure how successful ICHCAP has been in actually safeguarding ICH.

Next, Professor Galla defined the paradigm shifts that are necessary in order to 

 Summary of Discussion

Reflection on the Efforts to Safeguard ICH 
and Prospects for the Future

27 September 2013

Gwangju,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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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 from object to knowledge, from an exclusive approach to an inclusive one, 

from passive to active, from static to dynamic, and from monologic to pluralistic. He 

argued that the methodologies for dealing with ICH have to be very different from 

those used for TCH preservation because of the need for practice and context, and for 

the practitioners to be able to continue to practice in their environments. The fact that 

ICH is living implies several difficulties for safeguarding. Professor Galla ended his 

presentation by asking the question: Are we museumizing?

COMMENTS BY DAWNHEE YIM

Professor Dawnhee Yim started the discussion by emphasizing the role that the 

communities must play in the safeguarding of ICH. ICHCAP’s efforts in safeguarding 

ICH have been beneficial to communities by allowing them to better define their 

identities and to continue to express themselves through the practice of ICH. A sense of 

identity is important in order to keep communities united and for them to continue to 

practice their traditions. 

Professor Yim expressed the importance of making sure the communities remain 

the main priority in the safeguarding of ICH. She explained that it is crucial to avoid 

hierarchies. Hierarchies create conflict between communities. Communities sometimes 

believe that a specific ICH element belongs to them and that another community 

is attempting to steal it from them. In order to avoid this type of conflict, Professor 

Yim argued for the goal to move away from a hierarchy system and toward a sharing 

mentality. ICH should be used to bring communities together and empower them rather 

than create further conflict between them. 

Professor Yim acknowledged the problem of museumization explained by Professor 

Galla. ICH is a living heritage and must therefore be safeguarded by being practiced. 

The measures taken to safeguard ICH may seem artificial, but Professor Yim argued 

that doing nothing means losing everything. 

 
COMMENTS BY GAURA MANCACARITADIPURA

Mr. Gaura Mancacaritadipura explained that all the speakers come from different 

backgrounds and therefore see ICH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Dr. Curtis gave 

a lot of quantitative data while Professor Galla focused on community involvement 

by providing three examples. Mr. Mancacaritadipura repeated Dr. Curtis’s point that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items on the lists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there 

is an increase in safeguarding. Recently, the idea of inventories has been rethought. 

Not everyone agrees that the lists are the most efficient method for the safeguarding 

of ICH. There has always been a less formal approach to ICH than to TCH, yet Dr. 

Curtis argued that more university courses and formal research could benefit ICH 

safeguarding.  

Mr. Mancacaritadipura went on to discuss the paradigm shifts as described by 

Professor Galla. He agreed that the methods for ICH could not be the same as the ones 

for TCH. Mr. Mancacaritadipura gave an additional example—from Indonesia—to 

illustrate Professor Galla’s point. A large cultural space was built in Indonesia where 

local communities may practice their ICH activities in order to promote the safeguarding 

of ICH. While this may be seen as artificial, Mr. Mancacaritadipura argued that it is 

better to have an artificial version of ICH than to have ICH disappear completely. 

Mr. Mancacaritadipura finished by reminding us of the importance of keeping 

safeguarding in mind and remembering what the term really means. The placard is 

not the end of the story. While some may see the nomination system as the motivating 

factor and getting the placard as a success, it is not the end of the process, but rather, 

its beginning. Using the nominations as a motivator is not necessarily bad as long 

as one keeps in mind that successful nomination does not always equate successful 

safeguarding. 

OPEN DISCUSSION

The floor expressed concern as to how one can safeguard an ICH element yet still 

allow it to develop and encourage creativity. The act of talking about ICH without the 

practitioners present could lead to “museumization” because people are talking and 

analyzing when living heritage needs to be practiced. A second question concerned 

protection of the fields. Not only are ICH elements disappearing, but so are the fields 

where they are practiced. 

Dr. Curtis responded by saying that both questions were related to the practical 

aspects of safeguarding. He argued again that, in an ideal world, there would b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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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 for governments to get involved and no effort would be needed to protect ICH, 

but that unfortunately, that was not the case in reality. He explained that ICH has been 

disappearing for a variety of reasons, especially financial ones. He expressed concern 

that the impacts of the convention happen at the international level instead of having 

more of an impact at the field level. He emphasized the need to move beyond inventory 

to fix this problem. He then compared approaches to ICH with approaches to TCH: 

when a temple is falling apart, one doesn’t simply take pictures of it and then let it fall 

apart. He used this comparison to illustrate the insufficiency of inventory making and the 

changes that need to happen in order to truly have an impact in the safeguarding of ICH. 

Professor Yim responded by agreeing that ICH is living and therefore constantly 

evolving, but that doing nothing means losing everything. How much change should 

be allowed and how creativity can be encouraged without corrupting tradition is still 

under debate. 

Professor Yim pointed out that Dr. Curtis’s data shows that we are still in the learning 

process of how to approach ICH safeguarding. Old frameworks are being used or 

improved upon, and new laws and policies are being developed. The methodologies 

are still evolving. Therefore, the efforts made so far can not be seen as successes or 

failures, but as steps within a larger process.

Session 2. Why ICH should be safeguarded?

Chairperson Dr. Tim Curtis introduced the two presenters, Dr. Samuel Lee and 

Professor Lourdes Arizpe. Due to technical difficulties, Dr. Lee’s presentation was 

given first, and Professor Arizpe’s second.

Dr. Lee gave a brief history of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e described some of the challenges the mission to safeguard ICH 

has faced and is still facing. While there is more awareness of the need to safeguard 

ICH, preservation of old customs is not always well received by younger generations, 

who may see steps towards protecting cultural heritage as obstacles to progress. Yet 

Dr. Lee argued that there were many reasons and benefits to safeguarding ICH. He 

went on to give detailed explanations of the goals and benefits of ICH. He focused on 

three main reasons: to provide communities with a sense of identity and continuity, to 

encourage human creativity, and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Professor Arizpe was unable to attend the conference but provided the audience with 

a video of her presentation. She gave a detailed account of how the terminology the 

Convention settled on came to be. Coming from an anthropological perspective, she 

pointed out the importance of choosing words carefully, especially when dealing with 

intangible elements because of the difficulty in defining certain terms and the different 

implications they may carry depending on the culture.

COMMENTS BY KYUNG-KOO HAN

Professor Kyung-koo Han found that Professor Arizpe’s and Dr. Lee’s presentations 

brought up some disturbing points. First, Professor Han spoke of the international 

politics that affect the safeguarding of ICH. Currently, it is the state’s responsibility 

to decide what is worth safeguarding. While the UNESCO was established in order 

to promote peace, there is competition between the states. By leaving the decision 

of what to safeguard to the states, Professor Han argued that the needs and interests 

of the states, rather than those of the communities and actual cultural bearers, are 

being fulfilled. Professor Han asked Dr. Lee  to elaborate on this issue and to offer an 

evaluation of how this has played out in Korea by explaining which elements were 

selected for safeguarding and how the selection was made. 

Professor Han then expressed his disturbance at another issue: the problem of 

identity, authenticity, and creativity. While ICH is a living heritage and creativity 

should be encouraged,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n the authenticity of an ICH 

element becomes compromised. Since ICH is used to help communities define their 

own identity, authenticity is sometimes difficult to determine until the community is 

fully involved in the safeguarding of their ICH. 

Professor Han expressed his appreciation of Professor Arizpe presentation and 

ideas because she comes from an anthropological point of view. As an anthropologist, 

Professor Arizpe did not simply observe; she acted. Professor Han was intrigued by 

the concept of popular cultures being very different from what we normally expect. He 

wished to learn more about the different meanings of popular cultures. He specifically 

mentioned the notion of there being diversity not only between various cultures but 

also within a single culture. 

Professor Han summarized the two presentations by saying that both papers raise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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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 the question of why ICH should be safeguarded but rather, which practices should 

be chosen and who should choose them. While there is general agreement that ICH 

should be safeguarded and that the reasons are numerous, the questions of who and 

how are more difficult to answer, and further discussion is needed. 

Professor Han then expressed his disappointment that there wasn’t more discussion 

of multiculturalism. Practices are copied and shared, and an element is not the property 

of a single group. He wished for future discussions on this topic.

Professor Han finished by quoting George Orwell’s Animal Farm (1945): “All 

animals are equal, but some animals are more equal than others.” He believes that this 

quote illustrates ICHCAP’s approach to ICH in that, while ICHCAP claims that all 

ICH is important, states choose and decide which elements should be prioritized, thus 

causing some to be considered more important than others. 

COMMENTS BY ADI MERETUI RATUNABUABUA

Ms. Adi Meretui Ratunabuabua described the convention as a catalyst to getting 

countries to do something about their cultural heritage policies. She explained that 

many countries in the Pacific are small and not as powerful as countries in other 

regions, which is why it has taken so long for the Pacific region to join. 

While some may have been surprised by the mention of language and the need to 

address terminology, Ms. Ratunabuabua said that she agreed with Professor Arizpe 

and believed it was an important issue. She argued that defining terms and agreeing 

on which to use allowed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goals and the development of 

better methods to reach those goals. The number of discussions that have resulted from 

bringing up the problem of terminology is proof that talks were, in fact, needed. 

Ms. Ratunabuabua expressed the need for the younger generations to get involved 

in ICH safeguarding. Both papers raised the question as to how to go about motivating 

younger people and educating them on the importance of ICH safeguarding. Ms. 

Ratunabuabua asked not just the question “Why do we need to safeguard ICH?” but 

also “What if we don’t?” By looking at the consequences of failing to safeguard ICH, 

the reasons for which ICH must be safeguarded become obvious. 

Ms. Ratunabuabua reminded the audience that Dr. Curtis had said in his presentation 

that the ICH elements of various countries can go on the lists, but that in order for an 

element to be safeguarded, it must work at the community level. According to Ms. 

Ratunabuabua, it is crucial that one look at the methods used when safeguarding ICH, 

and one important strategy that must be considered is the involvement of the younger 

generations. 

OPEN DISCUSSION

Professor Tu Weiming agreed with Ms. Ratunabuabua that getting young people 

involved should be taken seriously. He pointed out that ICH is not just a topic for 

intellectuals but that it is affected and affects government officials, NGOs, and 

community members. 

He continued by saying that ICH represents a shift from space to time compared to 

TCH. When dealing with ICH, one is dealing with an ever-changing landscape that 

is evolving. In this sense, according to Professor Weiming, there is no need to worry 

about “museumization” because there is a complicated interplay between space and 

time. There is a link between modernization and tradition, between mind and body, 

and between secular and sacred. Professor Weiming argued that this was liberating, not 

confining, and that ICH was not difficult to appreciate, as the “Arirang” performance 

that was given at the beginning of the conference demonstrated. 

According to Professor Weiming, there has been a shift from an overwhelming 

majority to an overwhelming minority. There is a new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ism, and by safeguarding ICH and continuing to get the communities 

involved, communities can develop a stronger sense of “we.” While a sense of identity 

is often equated to nationalism or patriotism, Professor Weiming argued that self-

reflectivity can be enhanced in order to also promote critical self-consciousness. 

Dr. Lee then responded to the discussion by first also expressing his appreciation of 

Professor Arizpe’s anthropological approach. He pointed out the importance of defining 

the terms culture, heritage, tangible, intangible, as well as many others. According to 

Dr. Lee, while consensus may be reached on which word to use in a specific context, 

there is still deba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the word expresses. 

Dr. Lee agreed that ICH safeguarding required community involvement. However, 

in response to Professor Han’s remarks about state involvement, Dr. Lee pointed 

out that the states are the ones who have to implement methods. The states ar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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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s who are sponsoring conferences, creating inventories, and therefore, who must 

determine the priorities. Dr. Lee argued that if governments were to step away, it would 

be difficult for NGOs and local communities to accomplish much as they do not have 

the budgets necessary. Therefore, according to Dr. Lee, having the states run things is 

the realistic and practical way to approach the problem. Unfortunately, not everything 

can be saved, and so countries must pick and choose what to prioritize, and difficult 

decisions must be made. Each country has its own standards and policies because each 

country has a unique set of ICH elements, and the sizes and scopes of inventories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Dr. Lee explained that cultural heritage is not there to serve 

the interests of the states; however, practically speaking, the states must make decisions 

which sometimes seem to be function based. 

Dr. Lee concluded by saying that the involvement of states is unavoidable. However, 

he agreed that governments must work hard to bring in the participation of the 

communities as much as possible.

Session 3. What have been the effects of the UNESCO ICH lists?

Chairperson Professor Amareswar Galla gave a brief overview of the third session’s 

topic. The third session was dedicated to a fundamental aspect of methodology that has 

been implemented so far: the listing system. Professor Galla then introduced the two 

speakers, Professor Norito Aikawa and Mr. Fernando Villafuerte Medina.

Professor Aikawa gave a short history of how the Convention came to the decision 

of using the listing system. She explained that, at first, most Asian and African states 

were in favor of using the listing system while most states in Europe and Latin America 

were against. Professor Aikawa talked about the unprecedented enthusiasm with which 

the lists were met. However, she pointed to a number of limitations and disadvantages 

of using such a system. 

Mr. Medina stressed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that the lists have both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nd that they must be assessed from several points 

of view in order for one to accurately understand every aspect of them. Two main 

problems of the listing system are that some regions are overrepresented and that the 

lists are reliant on good faith. Mr. Medina argued that it was, however, still too early to 

fully assess the impact the lists have had and their rate of success in safeguarding ICH. 

COMMENTS BY YANG ZHI 

Mr. Yang Zhi opened the discussion by suggesting looking at the list system 

implemented by the convention as a tool in context. Mr. Zhi explained his metaphor 

by pointing out that how well a tool performs depends on several things, including the 

task that needs to be accomplished, the person who is using the tool, and the way in 

which the person is using the tool. Mr. Zhi urged the conference not to judge the lists 

as inherently good or bad. The lists alone cannot be evaluated. They must be judged 

in context, meaning that one must take into consideration how they are being used, 

who is constructing them, and what one is trying to accomplish through them. Mr. Zhi 

also argued against viewing the listing system as either successful or unsuccessful, 

but rather as a method that can be adjusted and fine-tuned or implemented in different 

ways. 

Mr. Zhi agreed with Mr. Medina that it was still too early to accurately evaluate the 

efficacy of the lists. He further argued that there is a need for improvement in the forms 

of report. Because the listing system is still young and because the methods of report 

still need work, it is premature to pass any judgment on the effects the lists have had on 

ICH safeguarding.  

COMMENTS BY SANGMEE BAK

Professor Sangmee Bak said that, as an anthropologist, she had her own reservations as 

far as using a listing system for ICH. However, she recognized that the lists have done 

a great job in raising awareness. She also acknowledged that the lists may encourage 

hierarchy among cultures, which is problematic. She agreed that the lists have both 

good and bad sides. 

Besides the issue of hierarchy, according to Professor Bak, the implementation of the 

listing system has other flaws. Once an element is on a list, there is little monitoring that 

happen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judge the efficacy of the lists after the inscription 

of elements. She explained that other systems should be made and implemented in the 

near future.

Professor Bak went on to highlight some of the advantages of the listing system. 

Despite the fact that the lists are currently being created at the state level, they can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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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d to enable different layers of agencies: the local or practitioner level, the state level, 

and the global level. 

Professor Bak expressed her hope that the listing system will be maintained as 

part of the convention. Yet she also mentioned the need to become wiser and to find 

a way to work through the layers she described. As it stands now, with the states in 

charge of the lists and their implementation, the local communities may not be fairly 

represented. The UNESCO is working closely with the states to prevent hierarchies 

and misrepresentation as much as possible. However, Professor Bak insisted on the 

need to channel expertise and financial resources to the communities. 

OPEN DISCUSSION

Once the discussion was opened to the floor, an audience member expressed his 

concern about the lack of effort being made to safeguard ICH elements after they have 

been inscribed on the list. He gave the example of “Arirang,” a Korean song that is 

inscribed on the list, and asked what measures were being taken to preserve it. 

The floor also asked what can be done in order to protect and preserve the lives of the 

people from local communities in the face of globalization. They asked which aspects 

of these lives can and should be preserved. 

Professor Bak answered that the livelihood of the people of the communities was at 

the center of the UNESCO’s concerns. She insisted that members of small communities 

and the safeguarding of their lifestyles in addition to their ICH traditions remained 

the main priority. Safeguarding ICH does not mean simply safeguarding individual 

traditions, but means safeguarding an entire culture and protecting communities by 

empowering them and allowing them to better define their own identities. 

Mr. Zhi agreed with Professor Bak on the importance of the community members. 

As far as methodology goes, Mr. Zhi explained that when a community and its ICH 

are in danger, the barriers must be determined and defined. Then, a plan is developed 

in order to take down these barriers. For each community and its ICH, the situation 

is different. Rather than implementing the same strategy in every case, the barriers 

for each must be studied and analyzed in order to design a plan that is suited for the 

specific needs of the community. 

Professor Noriko Aikawa offered a more specific response to the methods used 

to monitor progress after an element has been inscribed on a list. States must create 

reports describing what they have done in their country and how they have helped 

the ICH elements listed. The types of help that is provided to communities and the 

safeguarding of ICH vary. Help may come in the form of tax exemption, subsidies 

from the government, special recognition, and several other forms. All of these 

implementations must be described in the reports. Professor Aikawa argued that these 

reports put pressure on the governments to take measures that help the people of the 

communities. She explained that while it was not a perfect system, measures are, in 

fact, being taken and have had positive results. 

Mr. Medina expressed his confidence in the UNESCO by explaining that placing 

emphasis on the community is what makes the convention special. He said that focus 

on local communities was one of the UNESCO’s strengths. 

Professor Galla brought up the lack of talk about NGOs, which play an 

important role in ICH safeguarding. He highlighted the need for more networking 

and information sharing in order to better serve the needs of the communities by 

communicating about the needs, methods, and results of ICH safeguarding strategies. 

Session 4. What are the ICH safeguarding tasks? Voices from the 

Asia-Pacific region

Chairperson Dr. Seong-Yong Park opened the fourth session. He explained that, in 

contrast with the previous day’s presentations—which were more theory oriented— 

presenters in the fourth session would give examples of the implementation of ICH 

safeguarding on the field by providing detailed case studies. He then introduced 

Mr. Urtnasan Norov, Dr. Le Thi Minh Ly, Mr. Dastan Derbishev (presenting for Dr. 

Faroghat Azizi), Ms. Ananya Bhattacharya, and Ms. Akatsuki Takahashi.

Mr. Norov described the success of the development of programs for ICH 

safeguarding in Mongolia and how cooperation on the international level—in this case 

between Korea and Mongolia— can help at the local level. 

Dr. Ly reported on both the achievements and difficulties of ICH safeguarding and 

inventory making in Vietnam. She provided a good illustration as to why all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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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s brought up in the previous day’s sessions needed to be further discussed and 

implemented. She stressed the importance of assessing the methodologies already 

implemented. 

Mr. Derbishev presented Dr. Azizi‘s work and argued for the power of the teacher-

apprentice relationship in Tajikistan, and how it can be easily applied in order to revive 

ICH and involve the community in an authentic and educational way. 

Ms. Bhattacharya told the story of an element of ICH nearing extinction and being 

revived, finally becoming so popular it spread worldwide. However, she exposed the 

controversy caused by too much promotion and the taking out of context of ICH. She 

finished by asking when ICH became too commercialized and stressed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uthenticity. 

Ms. Takahashi gave a brief history and a status update on the implementation of 

ICH safeguarding in the Asia-Pacific region, with a special emphasis on small island 

countries. Based on her findings, she argued in favor of large cultural events in order to 

promote the safeguarding of ICH in small island countries of the Pacific and explained 

how ICH safeguarding can help communities become more resilient and overcome 

challenges, including natural catastrophes.

Dr. Park summarized the main issues brought up by the five presenters. He 

explained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case studies to illustrate the points 

made in the previous day’s discussions. He expressed his appreciation for the 

traditional teacher-apprentice approach to practice but also pointed out the need for 

implementation of ICH safeguarding into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as was 

suggested by Dr. Curtis the previous day. Dr. Park also expressed his appreciation 

for the five presenters’ practical approach to ICH safeguarding by encouraging 

sustainable development, building community resilience, and working as the 

custodians of communities. He then introduced the discussants. 

COMMENTS BY ROGER JANELLI

Professor Roger Janelli wished to bring up three issues. The first issue concerned the 

preservation of ICH. He asked whether it was possible to simply be an observant of 

ICH. Since ICH is a living heritage, it must be recognized by participating rather than 

simply observing. 

The second issue he wished to bring up was the education of the younger generation. 

He agreed with previous participants that it was necessary to educate the younger 

generations in the need to preserve ICH and in the ways to go about doing so. Professor 

Janelli asked whether participants could share which methods had been implemented 

to promote ICH safeguarding among the younger people and whether a certain strategy 

was found to be more efficient than another. 

The third point Professor Janelli made was in regards to ethnic diversity. Because of 

the great number of communities that exist, there is a need to protect cultural diversity 

in the face of globalization. Moreover, different strategies may be necessary depending 

on the ethnic group in question. The methods of safeguarding must be tailored to each 

individual ethnic group in order to preserve diversity. 

COMMENTS BY ADE FATIMA MEYLIALA

Ms. Ade Fatima Meyliala first addressed Mr. Norov and asked what percentage of 

the Mongolian people were nomadic. She then talked about the programs being 

implemented in Mongolia. She gave examples from her own experience in getting 

the younger generations involved by creating spaces purposefully made for the 

safeguarding of ICH. She asked Mr. Norov whether the government planned to open 

such spaces. 

Ms. Meyliala then turned to Dr. Azizi’s paper (presented by Mr. Dastan Derbishev) 

and expressed her appreciation for the teacher-apprentice model because it is a 

traditional way to safeguard tradition. She said she was in favor of the creation of 

traditional institutions for the passing on of traditional knowledge. 

In response to Ms. Bhattacharya’s presentation Ms. Meyliala gave examples 

from her own country (Indonesia) of successful performances that got the younger 

generations motivated to participate in the safeguarding of ICH. She explained that 

making a living through the practice of ICH is a highly motivating factor that can help 

communities become self-sufficient all the while safeguarding their heritage. 

Ms. Meyliala then addressed Ms. Takahashi and pointed out that she 

understood the geographical implications and the challenges involved with 

working in a small-island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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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BY FLORA ELENA MIRANO

Professor Flora Elena Mirano began by giving examples from the Philippines 

to illustrate the significance of the impact ICH safeguarding has had on local 

communities. Small communities that previously received no attention from their 

government were now invited to Washington DC in celebration of the foundation of 

the nation. 

However, Ms. Mirano explained that the methods of ICH safeguarding require 

constant adjustment, done through trial and error and continuous adaptation because 

of the constantly changing environment that the cultures live in and the living nature 

of ICH. She gave the example of the methods used in the northern Philippines, which 

differ from those used in the south of the Philippines. The situation is not the same, 

and therefore, the same methods cannot work. She explained that there are so many 

elements that come into play that, every day, a new strategy must be used. 

Ms Mirano argued that the cultural worker must be aware of all of the forces at work 

that affect the communities and their cultures, including government plans, NGOs, 

local communities, country economy, commerce and industry, and many more.   

Ms. Mirano noted that this constant negotiation required creativity in order to cater to 

each unique history and location by adapting and innovating to safeguard ICH despite 

the uncertainty of living in a fast-changing world. 

COMMENTS BY HO CHEOL RYU

Professor Ho Cheol Ryu first addressed Mr. Norov in regards to the teaching programs 

for children that are a current national government project. These programs aim to 

teach and educate young people about ICH. Professor Ryu referred to the previous 

day’s talks in regards to inventory, explaining that the creation of inventories should be 

considered neither an outcome nor a goal, but rather a tool to preserve ICH. He argued 

that to do this, it is fundamental that the younger generations be educated. They must 

be exposed to ICH so that they may become familiar with the idea of ICH safeguarding 

early on. Professor Ryu explained that, ICH being a living heritage, the limits of 

inventorying must be overcome, a concept that Mr. Norov explained in his presentation 

on Mongolia. Professor Ryu then asked whether anyone could share their experience 

or knowledge about educating the younger generations through this type of project. 

Professor Ryu then addressed Ms. Bhattacharya, who had given interesting examples 

from her culture. He explained that the popularity of ICH safeguarding is often due to 

the benefits it can provide the communities; for example, by stimulating their economy. 

This utilization of culture is widely promoted in Korea, where local communities are 

encouraged to share their traditions in order to increase social cohesion. Professor 

Ryu pointed out that Professor Yim was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emphasizing the 

paradigm shift currently underway, from the idea that ICH needs to be preserved to the 

notion of living heritage, heritage that evolves and must be practiced and safeguarded 

rather than preserved. He explained that the problem with using ICH as a financial 

resource and a way to make communities self-sufficient is that one runs the risk of 

commercializing culture. The practitioners take their audience into consideration, and 

by doing so, they try to cater to that audience, which can undermine the value of their 

culture. Professor Ryu then asked Ms. Bhattacharya whether she had encountered this 

problem of commercialization in the communities she worked with. 

DISCUSSION

Mr. Norov first responded to Ms. Meyliala by saying that over a third of Mongolians 

still lived nomadic lives. However, young people today often leave the nomadic 

lifestyle to go live in the cities and don’t return to the rural sites. Because of this, ICH 

in Mongolia has come under threat. However, the government is working to safeguard 

ICH despite the declining nomadic population. A program started by the Mongolian 

government intends to open spaces reserved for younger generations so that they 

may practice ICH traditions. These spaces would encourage the teaching of skills 

and various ICH elements. Mr. Norov pointed out that these programs involved the 

government, NGOs, and practitioners, and that everyone had to play a part for ICH to 

survive. 

In response to how progress was monitored in Vietnam, Dr. Ly described the system 

in place to assess the results of the efforts and to make sure that the communities are 

getting what they need. She explained that every year, local efforts must be reported to 

the municipal townships. Provinces and cities have to inform the department of cultural 

heritage, and the department reports to the government and to the UNE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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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Takahashi then invited Ms. Ratunabuabua to provide insight on strategies 

that can be implemented in order to promote ICH safeguarding with the younger 

generations to address Professor Janelli’s question about the methods that have been 

tried. 

Ms. Ratunabuabua talked about village culture, where children live with their 

extended families. Parents, grandparents, and cousins all participate in the education of 

each child. Thus, the children learn about their cultural heritage and learn the traditional 

skills as they are trained by their relatives over several generations. However, Ms. 

Ratunabuabua explained that traditional skills are becoming lost as villages are 

disappearing. She then mentioned the idea of training workshops, with which spaces 

reserved for the safeguarding of ICH would help educate the younger generations. 

She argued that both formal and informal education could be helpful. A teacher-

apprentice model as the one described in Dr. Azizi’s presentation is effective, but Ms. 

Ratunabuabua expressed her belief that introducing ICH into formal education and 

using it in a social structure could also help. She asked Dr. Tim Curtis for insight on 

this matter as he expressed in his presentation the previous day that institutes of higher 

education and formal research needed to be done in order to further promote ICH 

safeguarding. 

Dr. Curtis agreed that incorporating ICH safeguarding into secondary schools would 

be beneficial. However, he explained that the implementation was a difficult matter 

because the ministries of education are separate from the curriculum developers. 

Adding items to the curriculum is a complicated process that requires a convincing 

argument. 

Dr. Curtis said that four countries across the Asia-Pacific region were currently 

working on a teaching module. However, he explained that when a country has 

hundreds of cultural groups, it is impossible to create a curriculum that covers 

everything. He argued that this is why it is so important to get the communities 

involved. 

According to Dr. Curtis, the concept of incorporating ICH safeguarding into 

educational institutes is not flawed, but the problem comes with implementation, 

which in reality, is a complicated process. In fact, he said that a teaching module was 

developed, but that it had not yet been tested because of the difficulty in adding it to the 

curriculum. 

Ms. Bhattacharya then answered the questions she received about using ICH to 

promote local economies while avoiding commercialization. She admitted that she 

had seen several examples of commercialization. Unfortunately, in order to cater to the 

audiences and to become self-sufficient, the communities must understand the market 

they are dealing with. This leads to loss of authenticity in certain cases. She gave the 

example of the scroll painters. While the tradition is being safeguarded, she makes the 

distinction between scroll painters and simple painters. While a painter may learn to 

create similar images to the ones the scroll painters make, they are still simply painters. 

Dr. Curtis then spoke again, explaining that commercialization was sometimes 

inevitable. However, he argued that for every case of commercialization, there were 

several cases of lost ICH. According to Dr. Curtis, the loss of ICH happens when 

practitioners cannot make money from their skills. If an ICH element has no economic 

value for the community, it is lost. Therefore, he encouraged the continuation of 

encouraging ICH safeguarding while stimulating local communities’ economies.

Professor Galla argued that separating practitioners from their environment did 

not work. He advocated for more research and sharing of case studies in order to 

avoid running into more cases of commercialization where the practitioners are out 

of context, and are therefore not safeguarding authentic ICH. He appreciated the 

sharing of case studies in which a method was shown to not work. He explained that 

it was necessary to learn from failure and that both good and bad practices needed 

to be studied in order to improve the methodologies. He encouraged the sharing of 

knowledge through networking. 

Ms. Aikawa agreed that commercialization needed to be avoided as it was often 

abused. She explained that some individuals try to make profit from ICH, and that 

it wasn’t always the practitioners. Governments, private companies, provisional 

governments, and others may try to abuse the system. She agreed with Professor Galla 

that it was therefore imperative to develop a network for the sharing of information. 

Dr. Park closed the discussion by thanking all the participants and congratulating the 

discussants on a fruitful talk. He then invited Dr. Lee to give the plenary discussion, 

and Mr. Mancacaritadipura gave the closing remarks for the conference by presenting 

the rapporteur’s report. 

Recorded by Danielle Jo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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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umber of articles related to culture and heritage, including 
‘The Transmiss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urrent 
Implementation and Proposals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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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보고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10년간의 노력 : 회고와 전망

Reflection on the Efforts to Safeguard ICH and Prospects for the Future



발 간 사

무형유산보호협약이 유네스코 2003년 총회에서 채택, 결정된 지 10주년을 맞이

한 2013년 가을에, 지난 10년간의 협약의 이행과 실천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발전 

과제를 전망해 보기 위해 우리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광주의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협약 10주년 기념 국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0년간의 노력: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모인 이 국제회의에서 우리는 2003

년 무형유산보호협약이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러 나라들에 미친 영향과 성

과들을 살펴보면서,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장려해야 하는 이유와 그 가치에 대해 

국제적 안목을 가진 여러 전문가들과 협약의 실천을 위해 무형유산보호활동에 헌

신해 온 여러 실무 책임자들을 초청하여 이론적 논의와 실천적 체험을 나눌 수 있

는 유익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발제문들과 토론문들은 2003년 협약이 무형유산의 보호와 

전승 및 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전 세계에 미쳤으며, 여러 나라에서 법적 

제도화와 목록화, 의식제고 및 학문적 연구에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다고 주장했습

니다.

그러면서도 협약의 실천이 아직 유네스코의 대표목록에 등재시키는 일에만 열심

이고, 참으로 귀중한 무형유산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막고, 전승 노력을 통해 보호

해야 하는 일에는 아직 미흡할 뿐 아니라, 엄청난 국가적 노력과 공동체의 관심이 

요구된다는 점도 적절히 지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무형유산보호가 인류의 정신문화를 발전시키며 문명의 진보를 이루는 

데 어떤 공헌을 해 왔는가를 밝혀준 귀중한 논문들이 발표되었고, 유네스코의 무

형유산보호협약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역사와 배경이 설명된 발제문들이 수록되어, 

이 보고서는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연구와 토론에 중요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무형유산의 아시아적 가치”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해 주신 하버드대학

교(현재 북경대학교) 동양철학과 투 웨이밍 교수는 이성중심의 계몽주의 한계를 극

복하는 영성적 휴머니즘(spiritual humanism)을 정신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내

세우면서, 이성과 감성, 영혼과 육체를 결합하는 통합적 영성 문화를 아시아적 가

치와 유교문화 전통 속에서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무형유산보호협약이 만들어지기까지 유네스코의 「문화와 발전」 논의를 이끌어오

면서 무형문화유산(ICH)의 개념설정과 범위를 규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 오신 

멕시코의 인류학자 이자 유네스코 문화담당 부총장을 맡았던 로데스 아리즈페 교

수께서 발표해주신 “무형문화유산의 계보”는 우리들에게 협약의 배경과 역사, 공

동체와 무형유산의 관련성에 대해 많은 정보와 깊은 통찰을 전해주었습니다. 학교 

강의 일정으로 직접 참석하시지는 못했지만, 강연이 녹화된 비디오를 보내주셔서 

참석자들은 40여 분 동안 집중해 경청하면서 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태지역의 여러 나라들에게 미친 협약의 성과와 함께 무형유산의 보호, 증진이 

성공할 수 있는 방향과 과제를 지적해 주신 팀 커티스 유네스코방콕사무소 문화부

장의 발제문도 협약의 지난 10년 평가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무형유산보호협약이 제정될 당시 유네스코 본부, 사무처에서 주도적 역할

을 하셨던 아이카와 노리코 여사가 협약이 의무화하고 있는 무형유산 목록화의 제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선방향을 제안해 주신 내용도 매우 유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몽골, 베트남, 타지키스탄, 인도 및 태평양지역에서 무형유산보호

활동을 해 오신 여러 전문가들과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경험한 이야기들을 전해주

신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의 발제문에서 말씀드렸듯이, 「2003년 무형유산보호협약」은 대단한 성공이었

고 앞으로 각국의 제도개선과 보호활동, 연구발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보고서가 아태지역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회원국 여러 나라에서 무형유산보호

와 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원고를 써 주시고 발제와 토론

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이 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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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아시아적 가치 
인류 번영을 위한 영성 인본주의1)

투 웨이밍

베이징대학교 교수

들어가며

지난 몇 년 동안의 무형유산 보호 조치를 반추하고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마련

된 유네스코 국제회의의 개최를 맞이하여 이삼열 사무총장과 내외 귀빈을 비롯

한 많은 참석자와 더불어 무엇보다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 역사에 남을 이 순간을 

함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지난 150년이 넘도록 문화 변방으로 밀리

거나 수난을 당하고 특히 무형유산의 소멸 위기에 봉착한 모국에서 나는 배우고 

다시 배우며, 또한 새로운 배움을 위해 과거 학습을 잊기를 원한다. 여기서 언급

하는 유교 전통은 절과 교육기관 및 유형건축물을 비롯해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베트남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동아시아 이주민들을 아우르는 동아시아의 

무형유산이다.

1984년 하와이 호놀룰루 동서문화센터(Hawaii East-West Center)에서 한국, 중

국, 일본, 홍콩, 대만 등 아시아 문화 지역 5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

과 유교 가치의 서열에서 일반 서민들 간에 유교 가치가 역동하는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일반 대중은 유교의 기본 가치를 여전히 지지하고 있었다. 

비용을 많이 들인 이 조사에서 나타난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이 전사본은 유네스코 무형유산 1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서 투 웨이밍이 구술로 발표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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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2. 일본

3. 홍콩

4. 대만

5. 중국

이 순위는 사실 지난 30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는 게 개인 생각이다. 오늘날 

다시 조사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한국이 제1의 유교주의 국가로 나타날 것이다. 

한국은 기독교가 매우 융성한 국가이기도 하지만 무속신앙과 불교의 전통 유산

이 아주 풍부한 나라이기도 하다. 게다가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대만, 홍콩, 마카

오, 싱가포르를 비롯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화교들을 포함하는 중국 문화는 이른

바 재건·부흥·재정비의 시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지도자층, 최상류층, 대

표 학계, 대중매체, 기업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눈에 띄게 보

인다. 한 사례에 따르면 중국 본토에서 사서四書를 일부 암송할 수 있는 8~13세 

어린이가 1000만 명이 넘는다. 

 

영성 인본주의

개인 경험

우선 21세기에 형성된 이른바 ‘영성’ 인본주의(spiritual humanism)란 개념을 개

인 경험으로 나누고 이 용어와 ‘영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개념은 유

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의 초청(2001년)으로 ‘문명의 대화’를 촉진하고자 마련된 

포럼에 참여한 이래 지난 10여 년간 점점 늘어난 동료들과 함께 발전시켜 온 생각

이다. 물론 이 노력은 마쓰우라 고이치로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당시 독일 대사인 

한스 하인리히 브레데의 초청으로 유네스코 집행위원회와 집행이사회의 특별 섹

션에서 문명 간 대화에 관한 생각을 발표하는 영광을 누린 2004년까지도 계속되

었다. 각국 대사 58명이 참석한 이 토론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1시 무렵까지 

진행되었고, 오찬을 들면서도 계속하는 등 그 자리에서 상당히 고무시키고 시사

하는 바가 큰 대화를 나누었다. 201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연례 유엔 문명 

간 연대(UNAOC) 포럼에서도 연설할 기회가 있었다. 스페인과 터키 두 나라가 공

동으로 주도하는 UNAOC에서 21세기 인류공동체를 위한 문화 다양성 및 공통된 

가치가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개인으로서 크게 고무되었다. 

위기의 시대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인류의 생존 가능성도 의문이 든다는 주장이 

있다. 인류가 직면한 다수의 난제로는 국제 무질서, 금융위기, 부의 분배 방식, 

(국가와 집단뿐만 아니라 때로는 고립된 개인이 자행하는) 폭력 증가가 있다. 심

지어 다양한 첨단 기술을 동원해 단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상

황에도 직면해 있다. 이처럼 매우 위험한 상황은 시리아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

해 노르웨이와 많은 나라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타 문명과 특히 토착 지역 등 전 

세계 무형유산을 보전, 유지, 혁신, 쇄신하고 확실한 창의성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해 주는 보호 활동에 수십 년간 전념해 온 동료들과 함께 나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매우 귀한 기회를 얻게 된 것에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이삼열 사무총

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오늘 이 회의에서는 영성 인본주의에 관한 내용을 압축해서 다루고자 한다. 이

를 위해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의 협조가 필요하다.

계몽주의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사상은 18세기에 태동해 오늘날까지도 

유효하고 여전히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서구의 계몽주의 정신임이 분명

하다. 위대한 계몽주의 사상가로는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와 디드로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계몽주의 시대 이전에도 독일의 라이프니츠, 볼프, 칸트와 같은 

인물이 있다. 이후 데이비드 흄과 아담 스미스와 같은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도 있으며, 계몽주의와 관련된 미국의 주요 인물들도 있다. 계몽

주의 사상을 인류 역사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이념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자유주

의, 무정부주의, 공산주의는 물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모두 이 사고 방식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들 주요 사상은 인류공동체를 비롯해 각종 제도, 

시장 경제, 민주주의 정치, 시민 사회, 다국적 기업, 연구 중심 대학, 시민·군대 민

주주의를 형성하는 데 일조했다. 이 모든 것은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 결코 발견되

지 않는 계몽주의 시대의 일부분이자 근대 세계의 한 영역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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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산물

지난 반세기 동안 서구세계(북미와 유럽)의 최고 지성인들이 계몽주의 사상의 

악영향에 대응하고자 노력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부정적 영향이란 무엇

인가?

• 공격성 강한 자민족 중심주의: 자기 민족을 세상 모든 것의 중심에 둠.

•  도구의 합리성:     합리성을 의사소통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제국주의로 증명하

듯이 세계를 지배 수단으로 사용함.

알고 즐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배와 정복을 하고 싶은 욕망인 파우스트 욕

구란 것이 있다. 최근 작고한 나의 스승이면서도 절친한 한 지인은 ‘개인소유주

의’(possessive individualism)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개인소유주의는 한 사람의 정

체성에 초점을 맞추는 개인주의라기보다 영향력이 막대한 금융 귀재나 다국적 기

업의 최고 경영진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들은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다. 수

십억 달러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극도로 공격성 강하고 탐욕스러워서 인류 

공존의 희망을 짓밟는다.  

긍정적 산물

최근 50년 동안 지성과 영성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페미니즘

인 것으로 드러났다. 북미와 서유럽에서는 페미니즘 학자들 사이에서 인간의 조

건과 관련된 의미심장한 반성이 논의됐다. 페미니스트 혁명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세계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권력, 통치, 교육 등 차원에서도 상상조차 하기 힘들

었을 것이다. 페미니즘은 지난 50년 동안 자유주의 전통이 일궈 낸 위대한 성과물

이다.

‘생태의식’과 웰니스(양생) 개념도 역시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문화 다양성

문화 다양성의 중요성 부각에서 중추 역할을 한 것은 유네스코라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예상되는 다문화주의 개념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자와 보수 성격이 짙은 

종교관 입장에서 볼 때 저주로 여겨진다. 그러나 다문화주의는 세계를 움직이는 

동력이다. 세계는 점차 분화되고 있어서 한두 가지, 아니 세 가지 이념으로도 통

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양극화 세계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이 문제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세계를 북아메리카, 유럽연합, 동아시아의 세 개

로 분화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인도가 이 세 지역이 지배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것인가? 터키나 인도네시아는 어떠한가? 브라질은? 아프리

카 국가들은? 이들 사회는 모두 번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문화의 다양성과 종교

복수주의는 사상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인정해야만 한다.

대화하는 세계 對 대립하는 세계

영성 인본주의를 계몽주의 정신의 공감 가는 이해 및 엄밀한 검토와 우리가 직

면한 주요 쟁점의 해결을 위해 철학의 재료로 다뤄 보고자 한다.

동료 가운데 한 명은 한동안 ‘계급 없는 문명’이란 개념을 강조, 대중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다. 비록 갈등과 긴장은 언제나 존재하지만 세계관과 사고방식

은 이러한 갈등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점차 많은 사람이 소통, 타협, 협력, 상호 

관련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대립보다 대화 방식이 미래의 추세다.

우리의 문명이 대화의 문명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대립 상황에 머무르는 이유로

는 인류공동체의 생존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인류가 생존

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이 세계를 단순한 동질화가 아니라 세계화 차원에서 이

해할 필요가 있다. 경제 세계화가 동질화를 강화하는 것은 사실이다. 전 세계의 

공항만 보더라도 특징이 공통으로 나타난다. 컨벤션 홀과 대학, 관광 및 오락 관

련 시설물도 고도로 동질화됐다. 게다가 문화 세계화가 세계 곳곳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가고 있다. 문화 세계화는 처음에 경제 세계화와 같은 동질화 과정

을 겪게 될 것으로 추측됐다. 

언어

지금으로부터 50~60년 후에는 주요 언어가 오로지 하나만 남을 것이라고 말

하는 이가 있었다. 그는 중국을 방문한 후에 주요 언어를 두 개로 정정했을 것

이다. 동질화 개념으로 한두 가지 언어만 남게 될 것이라는 강박관념이 있었음

에도 그러나 언어의 다양성은 매해 수십 개의 언어가 소멸하는 현실과 영어의 

지배력에 관한 잘못된 생각 속에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계급 없는 문명을 연

구한 한 동료는 미국 문화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에 몰두하며 ‘우리는 누구인가?’



 169168

  기조발제문  국제회의보고서

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는 미국에서 영어가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 깊이 우려했

는데 비단 그뿐만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민의 50% 이상이 자신들의 모국어인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상황은 뉴멕시코, 플로리다, 

텍사스 주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언어 다양성 전반의 질문은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문화 다양성과 문화 세계화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의 전

통 철학관으로 비추어 볼 때 사람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구체화해서 구현하는 모

든 힘은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끊임없이 강력하고 중요한 영향력으로 작

용한다. 이처럼 문화 다양성에는 인종, 민족, 성(페미니스트 운동이 그토록 강

력해 온 이유가 됨), 언어가 포함된다. 중국인의 80%는 베이징어를 사용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모국어에 열렬한 애착을 느낀다. 대만에서 국민당은 베

이징어를 유일한 상용어로 인정하여 이를 강요하고 고등학교 학생들의 모국어 

사용을 금지했으나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반항의 의미로 모국어를 사용한다. 주

요 관리들조차도 베이징어 사용에 대항해 푸젠어(Hokkien)를 사용한다. 이처럼 

언어란 우리가 억압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싱가포르 또한 푸젠어 사용

을 인정한다.

연령 문화

1950~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이른바 ‘젊은이 문화’란 것이 있다는 사

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인구 구성이 변화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더 이상 아버지

나 할아버지, 심지어 선생님으로부터 배우지 않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알아 가며 

대중매체를 통해 배운다. 자신들 특유의 문화와 놀이, 나름대로의 취향이 있다. 

본질 가치의 성향을 의미하는 종교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고 연령별 문화와 출

생지, 영성의 존재에 대한 질문과 계급, 사회 분화의 중요성도 인정해야 한다. 이 

모든 요소가 중요하다. 이런 연유로 무형유산이 매우 중요하며, 선주민으로부터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신석기 시대 이래 1000년 이상 이 정신을 지키며 

공존해 왔기 때문이다. 선주민들은 자신들의 정신을 지켜 냈지만 현대인들은 실

패하고 있다.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인간성(humanity)을 회복

해야 한다.

핵심가치

우리 모두가 수용해야 할 일반 핵심가치는 자유, 합리성, 인권, 평등, (모두에게 

정당한 절차의) 합법성, 인간의 존엄성을 포함한다. 이들 가치는 모두 근대화, 초

기 서구화, 세계화로 인해 계몽주의 사상으로부터 벗어나면서 발생했다. 공교롭

게도 이들 가치는 모두 합한다 하더라도 인류의 번창은커녕 생존에도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자유뿐만 아니라 정의도 필요하다. 바로 이것이 이슬람 세계가 서구 세

계에 분노하는 이유다. 합리성, 특히 국제 차원의 합리성 외에도 동정심과 공감과 

연민이 필요하다. 인권뿐만 아니라 인간의 책임과 도리, 도리의식도 필요하다. 평

등 외에도 차별성과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합법성 외에 시민성에도 초점을 맞추

어야 하며, 개인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사회 조화 문제도 인식해야 한다. 

2000년 동안 유교 전통은 공자로부터 시작하여 공자의 손자인 자사子思와 자사 

문파의 맹자, 한나라의 동중서를 거치면서 꾸준히 발전했다. 수백 년에 걸쳐 이들

을 통해 다섯 가지 핵심가치인 오상五常이 형성되었다(우선 국제회의 개최를 기념

해 개최지 ‘광주光州’를 살펴보면 ‘광’자는 ‘빛’ 또는 ‘불’을 의미한다). 다섯 가지의 

인륜인 오상은 다음과 같다. 

• 인仁: 인류애

• 의義: 정의

• 예禮: 예의

• 지智: 지혜

• 신信: 신뢰

계몽주의 가치는 자유, 합리성, 인권, 평등, 합법성, 개인의 존엄성을 강조한다. 

이는 우리가 일반 가치로 수용해야 하는 위대한 가치다. 유교 가치 역시 인류애, 

정의, 예의, 지혜(자료, 정보, 지식뿐만 아니라 실용 지혜까지), 신뢰 등 보편의 

가치다. 유교 가치는 보편 가치와 상반되는 아시아 특유의 가치가 아니라 일반 가

치가 계몽주의에 뿌리 깊게 박혀 있듯 아시아에 배어 있는 보편 가치를 말한다. 

따라서 대화는 절대 필요하다.

나는 오랜 시간 미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왔는데 주요 대학 학생들은 모두 예

의와 지혜와 신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자비, 공정, 정의보다 인간애를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믿고 있다.

한번은 학생들에게 자유와 정의, 이성과 이해, 인간의 권리와 의무, 법 준수

와 시민의식, 개인의 존엄성과 사회 화합 중 양자택일을 하라고 했다. 20년 전에 

다양한 전공의 전 학년 학부생 5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하버드 대학의 압도하

는 많은 수의 학생들이 자유, 이성, 인권, 평등, 개인의 존엄성을 선택했다.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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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하버드 대학을 떠나기 전에 다시 한 번 조사를 했다. 그때에는 정의가 자유만

큼이나 중요하고 때로는 더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성별 차이에 따라 살펴보

면 여성들의 경우 이성보다는 이해를 선택했다. 인권은 여전히 우위를 차지하지

만 시민의식을 비롯해 인간의 의무가 빠른 속도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소송이 

빈번한 사회가 되어서인지 사람들은 시민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가는 글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으로서 인류 개념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리스 철학자

들이 말하듯 인간이 해방되었다고 하더라도 인간을 이성의 동물로 규정할 필요

는 없다. 카를 마르크스처럼 인간을 도구 사용자, 언어 조작자로 규정할 필요도 

없다. 인간은 총체 개념의 동물이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자 사회성 동물이고, 

정치와 역사 성격의 동물이며, 미학의 동물이다. 육경六經이 이러한 사실을 보여 

준다. 시편詩篇을 보면 인간은 감성의 동물. 예기禮記에서는 사회성 동물, 서경書

經에서는 정치성 동물이다. 인간을 역사성 동물, 미학 동물로 보는 책도 있다. 역

경易經에 나온 인간은 형이상학형 동물이다. 

우리는 이성과 정신을 비롯해 몸을 사용하여 사고해야 한다. 나는 호놀룰루 동

서문화센터 부설 문화소통연구소의 원장으로 일한, 귀한 기회를 누린 바 있다. 당

시 내가 한 일 가운데 하나가 하와이의 영성 지도자인 카후나(kahuna)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었다. 카후나를 통해  다양한 미국 원주민 문화의 원주민 전통을 수호하

는 매우 중요한 영성 지도자 여러 명을 만나기 위해 애썼다. 나는 그들에게 연구

하고 싶은 주제를 선택하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며칠 동안 원로들과 신중한 거친 

후 연속성과 참여성을 함축하는 ‘선조’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문명 간 대화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사

명으로 주어진 핵심 대화가 두 가지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종교와 과학 간의 대

화로, 이는 서구세계의 위대한 두 가지 전통인 그리스 문명과 유대 문명이 어느 

지점에서 서로 화합해야 한다는 의미다. 중국, 인도, 원주민 문화가 있는 기타 문

화권 등 서구 세계 외에 속한 모든 전통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는 사고하고 심사숙

고하며, 논리에 부합되게 추론하고 느끼며 구현해야 한다. 이 모든 전통 정신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인류공동체의 것이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생

각은 완전히 구닥다리가 되었다. 데카르트는 위대한 철학자지만 그의 철학은 오

늘날 전혀 맞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통해 생각한다. 나는 이 세계를 현재 

지금의 모습으로, 세속의 세계가 아닌 성역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집이라는 개별 

공간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사회·정치의 중요성, 심지어 형이상학형의 중요성을 

띤다. 따라서 내가 제안한 개념에 관해 철학식 사고를 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바

로 체화된 사고이자 체화된 지식을 의미한다. 중국어를 배운 사람이라면 알 수 있

듯 ‘사람 인人’은 인류를 의미하며, ‘인간’과 ‘둘’을 뜻한다. 1993년에 발굴된 궈뎬郭

店본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예시가 담겨 있다. 글자 ‘人’이 ‘인간’과 ‘둘’로 쓰인 것

이 아니라 맨 위에 몸, 맨 아래에 마음과 지성을 담은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인류라

는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다음 4가지 차원인 감정·이성·영혼·정신을 어떻게 통합

시키는가, 가족뿐만 아니라 타인 등 점점 많아지는 사람들과 어떻게 충실하게 상

호작용할 것인가, 인류와 자연 간의 지속 가능하고 연속된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인간의 감정 및 이성과 하늘의 순리 간의 중립성 및 상호 응답은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하는 이 4가지 쟁점은 미래의 인본주의 형성에서 매우 중요하다. 

미래의 인본주의는 다듬어지지 않았고, 종교 음악 성격이며, 비판되지 않아서 계

몽주의 사상이 가르쳐 준 모든 것을 거부하지만 도덕의식과 인류의 전후 사정 부

여를 목표로 삼는다.  



제1장 

2003년 협약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무엇을 가져다주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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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친

2003년 협약의 영향 개관1)

팀 커티스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문화부장

서론

2003년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친 영향을 다루

는 이 국제회의에 초대해 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이삼열 사무총장에게 감

사를 드린다. 그동안의 무형유산 보호 활동을 더욱 광범위한 맥락에서 조명해 준 

중국 베이징 대학의 투웨이밍 교수에게도 감사드린다. 매우 흥미로운 기조연설로 

한 나절 동안 진행되는 회의를 시작하기에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무형유산 보호를 목표로 하는 국제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여러 국가가 그동안 

협력하여 실시해 온 여러 활동에 대해 다소 기본 수준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 협약은 처음부터 매우 야심 찬 프로그램이었다. 협약이 마련되기까지 유네스

코 사무국에서 무형유산과장을 지낸 아이카와 노리코 여사와 함께 일한 귀중한 

개인 경험도 있었다.

개관 

우선 간단히 언급해 본다. 현재 2003년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가입국은 

1)　이 전사본은 유네스코 무형유산 1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서 팀 커티스가 구술로 발표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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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목록 간 균형이 이루어지는 추세다. 물론 처음에는 대표목록에 쏠림 현상이 

있었으나 요즘은 국가들이 다소 균형 잡힌 접근법을 취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목

록의 등재를 본격화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대표목록이 인식 제고에 확실히 이바지했고 매우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과

연 유산 보호를 크게 증진하는 결과를 낳았는가라는 질문에는 아직 확답하기 이

르다.

내부감사실 보고서

최근 2003년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의 영향을 평가하는 유네스코 내부감

사실(IOS)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유네스코 회원국은 문화 관련 협약의 전체 평가

를 요청했고, 그 첫 번째 대상이 이 협약이었다. 여기서 다룰 내용의 상당수도 이 

평가를 참고했다.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평가보고서는 현재 초안이지만 몇 주 이

내에 집행이사회의 채택을 거쳐 최종본이 될 것이다.2) 

무형유산 보호 계획의 4대 중심축

평가에서는 국가 차원의 보호 계획 4대 중심축을 확인했다. 이 4대 중심축으로 

달성하게 될 내용을 개괄해 보기로 한다. 여기서 다루는 내용이 반드시 공동체 차

원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보호 활동은 아니다. 이따금 나에게 “무형유산은 어떻게 

해야 최선인가”라고 묻는 사람이 더러 있다. 그러면 나는 농담조로 “협약, 유네스

코, 보호를 위한 연구가 필요 없게 되는 상태가 바로 무형유산을 보호하는 최선

이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은 행동이 필요한 만큼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정책과 지향점, 협약의 틀 내에서 활동 계획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협약

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법과 제도 체계는 국가 차원에서 보호 활동을 실행으로 옮기게 하는 한 가지 방

법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협약에서 회원국의 의무로 강조하는 국가 무형유

산 목록화 및 범위 규정을 들 수 있다. 그다음은 인식 제고다. 무형유산은 세대 간

에 전승되고 사람이 수행하는 살아 있는 유산이어서 그에 대한 인식이 보호 활동

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연구와 과학식 탐구가 있다. 

2)　최종보고서는 다음 사이트에서 제공된다. www.unesco.org/culture/ich/doc/src/ITH-13-8.COM-5.c-EN.doc

총 155개국이며, 여기에는 아태지역 44개국 중 30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유엔 조

약 및 협약에 비추어 보면 이 협약의 비준 속도는 매우 빠른 편이다.

이토록 많은 국가가 빠르게 가입했다는 사실은 이 협약이 전 세계 다수 지역이 

공감하는 내용과 수많은 열망에 부응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기조연설에서 그 

이유를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협약에 가입하고 무형유산의 중요

성을 논의하기 위해 협력하는 노력이 실제 어느 정도로 협약 이행의 성공과 무형

유산의 보호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며, 이를 이해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

요될 것으로 보인다. 무형유산 보호 노력이 어느 정도로 구체화되고 이행되고 있

는지도 끊임없이 자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태지역 내 태평양 섬 국가의 협약 비준은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이 지역 섬 국가들은 상당히 활발한 무형유산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협약의 

틀 내에서는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실시해 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

아태지역 전 국가의 협약 가입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최근

의 협약 가입국은 2013년의 미크로네시아와 나우루에 이은 말레이시아다. 일부 

국가는 잠시 후에 다루겠지만 협약 비준 단계에 있으나 이미 무형유산 보호 조치

를 이행하기 시작했다.  

등재

협약에 따른 등재에 관해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겠지만 뒤이은 세션과 

발표에서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간략히 다루기로 하겠다. 아태

지역은 등재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세계 등재유산의 절반가량이 아태지역의 

무형유산이고, 특히 동아시아 국가의 비중이 가장 높다. 이 수치는 이 지역이 등

재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 준다.

3가지 목록

유네스코 무형유산목록에는 대표목록, 긴급보호목록, 모범사례 등 세 가지 목

록이 있다. 무형유산 등재가 대표목록에 편중되어 있으나 등재된 종목 수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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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형유산의 보호보다 보전을 말하는 등 불협화음을 낼 때도 있다. 그러나 협약

은 최소한 행정부 내에서 무형유산을 검토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새로운 법과 정책 마련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새로운 정책과 법률을 마련하

고 있다. 라오스는 2005년에 만든 자국 정책과 법을 검토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에서는 이 협약의 비준 이전에 통과된 국가유산법이 발효되었다. 2003년 협약의 

영향으로 문화유산 이해를 대폭 수정한 베트남의 사례는 조만간 접할 수 있다.

중국은 무형유산의 역할이 강화된 새로운 문화유산 정책을 본격 실시했다. 이 

정책은 무형유산을 통한 국가의 정신문명 활성화, 중국 내 소수민족의 다양성 인

정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정책은 조사, 대표사업 목록, 전승 및 보급 등 세 가

지 체계로 실행된다. 2003년 협약이 중국의 국가문화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

쳤다는 점은 분명하다. 중국이 대단히 거대한 국가란 점을 고려하면 그 영향은 실

제 상당하다. 

세계 상황 개요

정기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의 75% 정도가 무형유산을 보호하는 새로운 정

책을 실시했다. 대다수 국가는 무형유산 보호를 기존의 다른 정책에 통합시켰고, 

몇몇 국가(20%)만 독립된 정책을 마련했다. 독립된 정책에서 역점을 두는 부분

은 인식 제고, 전승, 목록 작성, 우호 환경 조성, 무형유산의 기능 강화 및 문서화

와 기록이다. 이 협약에서 요구하는 구성 내용으로는 무형유산 보호의 다면 양상

을 보여 주기도 한다. 사실 각 부분에 할당되는 예산과 실제 실시되는 활동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보면 확증은 없지만 문서화와 기록, 목록 작성 및 연구에 역점

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호 활동의 실시와 관련된 정책을 더욱 확대

해야 한다.

해결해야 할 과제

드러난 문제는 무형유산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연관된 다른 부문의 정책에 아

직 통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무형유산은 농업정책, 교육정책, 어업 및 환경관

법과 제도 체계

2003년 협약과 이 협약의 결과 지난 10년 동안에 걸쳐 마련된 법 및 제도 절차

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자. 일부 국가에는 무형유산을 위한 정책이나 법 장치가 

아예 없거나 협약 가입의 영향으로 입안 절차 중에 있었다. 기존의 법률 체계를 

활용하는 국가도 있었다. 다수의 국가는 관련 법률과 정책 체계를 새롭게 마련했

고, 일부는 기존 법률을 개정하기만 했다.

법률 체계 입안

예를 들어 부탄과 팔라우는 새로운 무형유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부탄은 문

화생활 접근성을 국민 총행복지수(GNH)의 주요 요소로 규정함으로써 관심을 

끈다. 이 규정은 문화생활 참여 및 접근을 사회 충족도의 주요 지표로 파악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의 결과물로 인식한다. 

기존의 법률 체계 활용

기존의 법률 체계를 활용하는 국가의 경우 기록물 보관과 보전 또는 저작권 등

의 쟁점이 다시 부각되곤 한다. 물론 무형유산의 보호에서 이러한 활동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록물 보관과 저작권 관점에서 무형유산을 정의하게 되면 

종전에 표현되던 ‘살아 있는(lived)’, ‘구현된(embodied)’ 문화라는 특징이 생략될 수

도 있다.

기존 체계의 상당 부분은 지식재산권 및 기록물 보관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 협

약의 기본 인식은 다른 무엇보다 전승자와 공동체 스스로 무형유산을 규정해야 한다.

기존의 법과 정책 개정

2003년 협약이 실시되기 이전에 무형유산 관련 기존 정책이 있던 동아시아 국

가들이 유네스코의 이 협약을 실제로 형성해 나갔다. 이들 국가는 협약에 맞게 자

국의 법률을 개정하고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무형유산’ 개념을 원주민의 인정

(recognition)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문화재로 수정했다. 한국, 몽골, 북한은 모두 

문화유산 관련법을 개정했다. 이러한 개정이 이 협약과 일치할 때도 있지만 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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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해야 할 과제

목록 작성은 수많은 과제를 제시한다. 협약은 무형유산의 확인을 공동체가 

주도하고 공동체에 기반을 둘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주제를 다룰 때의 실용 

측면과 기관 내 관성에 따라 대부분 목록은 공동체보다 전문가와 정부 관료가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무형유산 간에 서열이 생기고 최고·최상의 

문화 표현물로 지칭하는 일이 발생한다. 협약은 문화 표현의 서열화를 거부하

기 위한 노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등재 제도이든 간에 일단 목록

에 포함되거나 탈락하면 이에 따른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목록 등재를 위해 ‘진정성’과 ‘탁월한 가치’를 정의로 하고 

있지만 협약은 ‘진정성’이란 개념을 분명히 거부한다. 동일한 것을 지칭하는 

유형문화유산에서는 ‘진정성’이란 용어에 대한 정확한 사용법이 있지만 무형

유산의 경우는 ‘진정성’에 함축성도 내포되어 있어 이 개념을 사용하면 무형유

산의 실연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무형유산의 상업화나 민속화가 발생한다는 우려도 있고, 

일부 국가에서 이 같은 사례가 기록되기도 했다. 무형유산의 경제 가치는 협

약에 언급되어 있지만 언제 이 경제 가치가 무형유산을 왜곡하게 되는 것일

까? 이 쟁점은 평가보고서에서 다루고 있고, 여러 국가가 제기하는 문제이기

도 하다.

인식 제고

협약이 미친 가장 큰 영향은 국제 차원에서 무형유산에 대한 인식을 높

였다는 점이다. 본인이 전 유네스코 무형유산과장 아이카와 노리코와 함께 

2000년에 열린 유네스코에 처음 참석했을 당시 이 분야에서 지난 6년간 활동

하고 훗날 ‘무형문화유산’이라 불리는 활동을 해 왔음에도 무형유산에 관해서

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현재 이 개념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대학과 

정책 담화에 수용된 개념이기도 하다. 이 자체로 상당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데 예전에는 문화유산이라 하면 건축물만 의미했지만 이제는 무형유산도 문

화유산으로서의 가치로 인정된다. 이러한 성취는 과소평가되어선 안 된다. 대

중매체와 TV에서 무형유산을  언급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공동체의 무형문화

가 등재된 경우 그 과정에서 무형유산에 대한 활력과 애착심을 강화됐다는 사

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무형유산이 이 모든 영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인 지속 가능한 생태계

의 필요성에 관해서도 논의한 바 있다. 

무형유산 정책은 문서화 및 기록을 강조하기보다 공동체 내 무형유산의 생명력 

증진에 주력해야 한다. 생존 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인식은 증가하

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잘 모르는 상태다. 일부 국

가는 이 부분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필리핀의 살아있는 전통 학교는 

흥미로운 사례다.

비정부기구

아태지역에서 활동하는 44개 비정부기구(NGO)는 공인 자문 기구다. 이들은 

공동체와 정부를 연결하고 공동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및 법률이 마련되도

록 하는데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 정책의 모니터링 활동에서도 매우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협약 체계 내에서 등재 신청을 위한 자문위원

회와 별도로 이 협약 이행에서 NGO와 공동체, 당사국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불명확하다. 현재 많은 풀뿌리 NGO와 협회가 무형유산 보호 활동에 직접 참여하

고 있다. 네트워크 형성 및 조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향후 10년 동안 

NGO와의 직접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협약 체계에 바람직하다.

국가목록

많은 국가에서 국가목록을 이미 작성했거나 작성하기 시작했다. 아태지역의 20

개국은 목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목록 시스템을 수정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 베트남이 바로 협약 정신에 맞게 목록 절차를 대폭 수정하고 있는 

국가다. 중앙아시아의 일부 국가들은 새로운 목록을 구축하고 있다. 협약의 이 측면

이 인식 제고에 기여한 것은 분명하며 국가 내 논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목록 작성에는 장단점이 있어서 목록을 다루는 토론 시간에 일본 문화유산부 

아이카와 노리코와 함께 이 점에 관해 좀 더 다루도록 하겠다.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국제 차원에서의 목록 작성은 협약의 주 내용이다. 협약 비준을 하

지 않은 다수의 국가에서도 목록 작성은 시작되었다. 이들 국가는 협약 가입 준비 

단계에 있다. 이처럼 비준을 하지 않은 국가에서조차 협약이 국가 정책과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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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기회와 과제

향후 기회와 과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앞으로 10년 후의 지향점은 어

디에 있는가? 긴급보호목록을 당사국의 책무 이행에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협약이 사라질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그

저 일종의 최상의 미를 보여 주는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행되길 바란다. 이 방향으로 좀 더 나아갈 필요가 있고, 현재 순조롭게 진

행되고 있다는 소리도 있어 관계자들을 고무시키고 있다. NGO, 특히 전승

자와 공동체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문서 상으로는 협약의 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평가 결과를 보면 무형유

산과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 등 다른 분야와의 더욱 확실한 연계 구축과 국

제·국가·지역 차원에서의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가 필요하다. 

결론

마지막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런 지적에 낙심할 필요는 없

다. 1972년 세계유산협약 운영 지침은 채택된 이래 40년간 이행되면서 수차례 수

정을 겪었다. 1980년대 초 운영 과정과 현재를 비교해 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고, 

변화는 지속해서 겪어 왔다. 2003년 무형유산보호협약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

지더라도 낙심하거나 놀랄 필요는 없다. 진행을 거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일련의 새로운 과제를 고려할 때 초기 10년간 협약이 일구어 낸 성과는 

칭찬할 만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높아졌다. 새로운 지향점과 해결

해야 할 과제가 있다는 사실도 실제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하

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과정은 계속될 것이다.

이 발표를 경청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

례도 다수 있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몇 가지 부정적 영향이 그것이다. 특정 무

형유산의 소유자를 규정하는 문제를 두고 국제 간 긴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에서 이런 긴장 상태가 목격된다. 누

가 소유한 것이며 본래 누구의 소유였는가? 이 문제에 대한 협약의 입장은 

명확하다. 기원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오늘날 해당 유산

이 실연되고 있는 장소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은 협약의 결과 나타났으며, 

이 갈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네스코는 지역 협력 증진과 국제 보호 활

동의 모범 사례 구축을 위한 방법으로 공유 유산을 분명히 권장한다. 우리

도 회원국들에 공유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공동으로 적극 협력할 것을 권장

한다.

대학과 연구

이 지역 대학과 대학 네트워크 차원에서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 무형유

산 관련 대학 전공자 수에 관한 정확한 자료는 없는 상태다. 유형유산 보호를 

위해 실시한 활동이 무형유산의 보호에도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광범위한 과

학·학문 지식도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1972년 세계문화·자연유산 보호협약

을 채택했을 때에는 이미 다년간의 학문이 축적된 상태였다. 더욱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이 협약으로 연구자와 학문 기관 간에 이러

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무형유산 분야의 석·박사

들이 배출될 것이고, 유산 보호 차원에서 실제 어떤 활동이 효과가 있는지에 

관한 지식과 이해가 증진될 것이다.

주요 영향

협약이 미친 주요 영향은 무형유산에 대한 인식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점

이다. 2003년 협약의 직접 결과로 국가 내 소수 민족에 대한 인식이 크게 증

진된 사례가 여럿 있다. 과거 소수 민족 고유의 목소리를 인정하지 않던 다수 

국가에서 이러한 인식 제고는 매우 중요한 변화 양상이다. 무형유산으로 말미

암아 소수 민족의 문화권에 대한 인식이 점차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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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이하 2003년 협약)은 유산 자원의 보

전, 진흥, 보호, 해석에 관한 국제규약 가운데 민주주의 성격이 가장 강한 법률

이다. 2003년 협약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담론에서 문화

의 위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인류가 직면한 세계화에 대한 지속적 노

력에서 볼 때 좋은 징조이다. 무형유산은 문화·언어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쏟은 노력과 그 성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이정표 내지 기준이 된다. 이 

글은 사람과 유산을 중심으로 문화를 통한 발전이라는 통합 접근법을 적용한 사

례를 제시한다.1) 아래에 제시한 세 가지 사례 연구는 아태지역 무형유산 보호 

방안에 기틀을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네트워킹 및 정보 공유 임무와 함께 아태

지역 무형유산 보호의 본보기가 되는 사례 연구를 적극 추진할 것을 유네스코아

태무형유산센터에 제안하는 바이다.

1)　        아마레스와르 갈라(편집),『세계유산: 국경을 초월한 혜택(World Heritage: Benefits Beyond Borders)』, 케임브리지
대학교출판사 및 유네스코(영문판, 2012), 프랑스어판(유네스코), 한국어판(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사례 연구를 통한 무형유산

보호 방안의 도출

아마레스와르 갈라

국제인클루시브박물관 관장

바누아투의 공동체 현지조사 프로그램2) 

태평양은 목록화 사업이 활기차게 이루어지는 대표 지역이다. 무형유산 목록

은 살아 있는 기록물이다. 바누아투는 지난 30년간 다양한 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

승자의 ‘제1목소리’를 반영하여 목록화 사업을 체계화해 추진해 왔으며3), 그 결과 

100여 개 언어 집단의 살아 있는 유산이 공식 기록되었다. 전승 공동체 구성원들

은 ‘공동체 현지조사 프로그램(Community Field-workers Programme)’이라는 독특

한 시스템으로 자신들의 살아 있는 유산을 직접 기록하였다. 바누아투 국립박물

관 문화센터(이하 센터)는 이러한 유산 보호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다. 센터는 

또한 모든 차원에서 윤리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바누

아투 국립문화위원회의 연구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4) 

센터는 유·무형유산 관리에서 시너지 효과의 창출 및 증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기관은 로이 마타 추장의 영지를 관리하는 책임 기관이기도 하다. 17

세기 초반에 형성된 이 유적은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에파테(Efate), 렐레파

(Lelepa), 아토크(Artok)라는 세 개의 섬에 위치해 있다. 바누아투 최고의 추장이

자 오늘날 정신 지주로 신봉되는 로이 마타의 삶과 죽음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유산이다. 로이 마타가 생전에 살던 집, 죽음을 맞이한 장소, 그가 묻힌 공동묘지

로 구성된 유적은 추장과 관련된 전통 및 그가 신봉하던 도덕 가치와 밀접한 연관

을 맺고 있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영지는 오늘날 바누아투 발전의 중심축으로

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로이 마타 추장 영지는 구전 전통과 유산의 융합을 대표하는 사례다. 또한 추장

이 추진한 사회 개혁과 갈등 해결 방식이 영지를 수호하는 후손들에게까지 영향

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산의 연속성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로이 마타 추장 

영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세대 간 전승 책임이 있는 주요 이해 당사자

들이 유산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동시에 지역 공동체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길

을 모색하고, 그 혜택을 공유하는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영지에서는 지역 여성들을 대상으로 빈곤 해소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렐레마(Lelema) 공동체로 통칭되는 렐레파 섬 및 에파테 섬 북서부 망

2)　     이 섹션에 제시된 자세한 사례는 바누아투 국립박물관 문화센터 소장 마르셀린 아봉(Marcelin Abong)이 제공
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문화센터의 전 소장이자 바누아투 국립문화위원회 전 의장인 랄프 레겐바누(Ralph 
Regenvanu)는 다양한 출간 및 미출간 자료를 제공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3)　  아마레스와르 갈라(2008), ‘유산 보전의 제1목소리(The First Voice in Heritage Conservation)’, 국제저널 무형유산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3호, 2008년 6월, pp. 1~17.

4)　  랄프 레겐바누, ‘바누아투 국가 보고서’, 지속 가능한 유산 개발을 위한 태평양 지역 박물관 워크숍, 아마레스와
르 갈라(편집), 호주국립대학교, 캔버라, 2006년, pp. 9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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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릴리우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생계와 여성의 역할에 주목한다. 달성 

목표는 수공예 활성화 및 해당 사업을 통해 전통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양질의 

수공예품을 생산하여 방문객들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식민 세력에 의

해 단절된 전통  수공예 기술을 기록하고 활성화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공동체의 전통 토지 보유 시스템은 무형유산의 보호를 가능하게 한다. 원주민 

대표들은 ‘로이 마타 문화관광’이라는 유산 관광을 위해 토지 사용을 허가하여 매

년 일정 수익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수익은 렐레마 공동체 및 바누아투 전체에 

경제력의 혜택을 가져다주고 있다. 로이 마타 추장 영지는 렐레마 공동체에서 강

력한 통합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 한편 바누아투는 국가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발

전을 위한 종합 계획을 마련했다. 공동체 리더십으로 유·무형유산을 관리하고, 공

동체 현지조사원 네트워크 또는 수공예 활성화 프로그램에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바누아투 원주민 공동체의 유산 보호 의지와 노력에도 거센 변화의 바

람은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토지 보유 및 외부인을 대상

으로 하는 토지 임대 시스템의 변화가 가장 크다. ‘로이 마타 문화관광’을 통한 체

험 프로그램과 방갈로 숙박 제공이 토지 임대를 대체하는 생계 수단으로 떠오르

고 있다. 또 다른 변화는 원주민의 살아 있는 유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방문

객들의 영지 체험 시간을 늘리는 상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일

자리 창출과 빈곤 완화를 위한 크루즈 여행 상품도 개발하고 있다.

유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 사회, 환경과 더불어 문화를 근간으

로 삼는 정책 수립 및 실행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

하다. 로이 마타 추장 영지는 바누아투는 물론 태평양 전역에서 무형유산 보호를 

목표로 하는 책임관광 개발 시범사업을 펼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필리핀 코르딜레라스의 계단식 논 

필리핀 코르딜레라스 지역의 계단식 논의 경우 무형유산 및 환경을 보호하며, 지

속 가능한 생계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여러 부족 집단이 협력하고 있다. 계단식 논

은 농사 관행과 풍년기원 의례를 망라하는 전통 문화의 결정체다. 보호 활동은 전통 

지식을 토대로 이루어지며, 주요 이해 당사자 공동체들이 지역 경관의 보호와 유지

를 책임진다. 협력 관리(ubbu, dang-a, baddang)에 기반을 둔 전통 지식은 논의 확장

과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다.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공동체들은 전통 농사의 

관행에 따라 공동으로 작물을 수확하며, 이어서 수확과 관련된 의식을 거행한다.  

최근 들어 전통 지식과 관습의 이행이 눈에 띌 정도로 약화되고 있다. 전통 농

사법은 성별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 농사 주기에는 남녀가 함께 농사를 짓지만 성

별에 따른 역할과 책임이 다르다. 남성은 모내기 전에 땅을 고르고 여성은 작물 

수확을 담당한다. 여성은 사제이자 이푸가오 세계관의 수호자로서 식민지 통치 

이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5) 그러나 식민 치하 때 이와 같은 전통 역할 체

계가 무너지면서 의식 거행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이 소외됨으로써 성별 역할

의 불균형이 초래되었다. 전통 정치 체제에서는 벼농사 지역의 관할권이 평화 수

호의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의 몫이었다. 오늘날 의식을 주관하는 사제는 대부분 

남성이며, 경우에 따라 의식 관련 지식을 보유한 여성들이 의식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무형유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의 적극 개입으로 지역 공

동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악영향은 어느 정도 차단될 수 있었다. 농사 주기에 남성

과 여성은 함께 농사를 짓는다. 주요 이해 당사자 공동체의 사회 관계 정립 및 그

들의 인식 제고 과정을 통해 균형을 찾은 성별 역할은 이 지역이 자랑하는 세계농

업유산의 생명력과 지속 가능성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마을의 원로 격인 토착 지식 전문가가 주도하는 무형유산 기록 작업과 후대 전

승 활동은 계단식 논의 지속 가능한 보전을 가능하게 만든다. 일례로 이푸가오 

어린이들은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후드후드(hudhud) 송가를 배우고 

있다.6) 이 송가는 유산의 가치와 농업 경관 관련 지식의 세대 간 전승에 매우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계단식 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전통 관습의 영속성과 변화 수용을 위한 내재

된 역동성의 증진이라는 긍정의 효과를 수반한다. 이러한 귀중한 농업유산의 보

호에 문화가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보호 활동의 성패가 결정될 것

이다. 모든 유형의 유산을 아우르는 문화 조치들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필리핀을 넘어 아시아 전역의 농업 관련 토착 지식 보호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

가 될 것이다. 

세계중요농업유산(Globally Important Agriculture Heritage) 대상 지역에서 문화 

경관, 무형유산, 지속 가능한 발전의 관행 및 지식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화해 파

악하고 기록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7) 세계중요농업유산

5)　  이푸가오족 원로 마리아 갈레온(Maria Galleon)과 말론 마틴(Marlon Martin)의 대면 인터뷰, 4-5, 2013년 10월.

6)   이푸가오족의 후드후드(hudhud) 송가는 2001년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되고, 2008년 인류무형
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었다.

7)　  파르비즈 쿠하칸(Parviz Koohafkan)과 메리 제인 델라 크루즈(Mary Jane Dela Cruz), ‘세계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적응 관리(Conservation and Adaptive Management of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GIAHS)’, 자
원생태계저널(Journal of Resources and Ecology), 2011 2(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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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식량 안보, 생계, 공동체 적응, 지역 특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복잡하게 얽힌 성

별 역할에 따라 이루어지는 가족농업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하회 마을8) 

한국의 역사마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 가운데 씨족마을이 80% 이상

을 차지한다. 씨족마을은 고려 말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조선 후기에 한국 마을의 

전형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면서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의 

여파로 쇠멸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하회마을은 전통의 명맥

을 유지하면서 조선시대의 학문·문화 성과물을 온전히 보전하고 있다. 

하회마을은 풍수지리의 원칙에 따른 마을 입지의 전형을 보여 주며, 마을의 공

간 배치가 원형 그대로 보전되어 있는 몇 안 되는 전통 씨족마을의 하나다. 마을

은 생산·주거·의식 기능을 전담하는 세 개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공간별 

기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례가 매우 드물다.

하회마을 보전 프로젝트는 유·무형유산을 망라한 유산 자원의 통합 관리를 위

해 추진되었다. 하회마을은 주요 이해 당사자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살아 있

는 유산이며, 대표 양반고을로 유명하다. 하회마을 거주자는 대부분 풍산 류씨 가

문으로, 서애 류성룡의 후손이다. 1984년 한국 정부는 조선시대 전통 양반가옥이 

원형 그대로 보전된 하회마을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였다. 전통으로 서민 계층

이 연행하던 하회별신굿탈놀이는 1980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지속 가능한 유산 발전은 현대사에서 유산이 차지하는 의미와 그 중요성에 대

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하회마을의 경우 1970년대 유교 전통의 중심지

로서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살아 있는 유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사회 발

전의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회별신굿탈놀이의 경우 

1980년대 반체제운동의 상징으로 다시금 생명력을 되찾았다. 덕분에 전국으로 하

회마을의 인지도가 높아졌고, 마을을 찾는 반체제 인사들과 학생들의 발길이 끊

이지 않았다. 그 결과 대중의 유산 인식이 높아지면서 하회마을은 1990년대 초반

에 대표 관광지로 부상하게 되었다.   

지역 유산의 수호자로서 하회마을 주민들은 마을 문화의 외부 전용轉用을 차단

하고 마을 문화의 수호자로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역 공

8)　  2011년 2월 안동시청, 문화재청,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공동 주최한 통합 유산 관
리에 관한 워크숍 기조연설 참조. 연설자는 박희웅, 조효상(이상 문화재청), 문옥표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의 
출간 및 미출간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문을 작성했다.

동체의 기술과 지식을 인정하여 보전 및 보호 조치를 위한 공식 기반을 마련했다. 

지역 공동체 존중은 문화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계급과 직군에 포진된 마을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권리를 부여하자 지역

의 지식 체계를 보유하고 전승하는 이해 당사자로서 이들의 유산 소유 의식과 가

치관이 공고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지역 소득의 성장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취

업 기회가 제공되면서 전통의 정치 신분 서열이 현실에 맞는 평등한 관계로 변모

하였다.     

유산의 세대 간 전승 및 보호의 책임은 하회마을의 모든 계층에게 중요한 사안

이 되었다. 향후 이농현상이 격화되면서 전체 인구의 80%가 20개 도시에 거주하

게 될 한국에서는 하회마을이 상징 프로젝트가 되었다. 중앙과 지방 정부를 막론

하고 한국 전통 생활 방식의 보전을 위해 하회마을의 가치를 알리는 것이 주요 관

심사가 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하회마을과 같은 역사마을은 한국 역사와 문화

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과서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자연 및 문화 경관 등 유형유산으로 구현된 지역의 전통 지식은 관광객 유치의 

주요 수단이 된다. 전통 체험은 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승자의 이야기, 공연, 기

술 시연 등으로 제품의 생성 과정을 보여 줌으로써 더욱 촉진된다. 하회마을 방문

객 수는 1998년 평균 37만 4391명에서 영국 여왕의 방문으로 1년 만에 100만 명

을 넘어섰으며, 이후 2000년부터 2011년까지 한 해 평균 90만 명이 마을을 다녀

갔다. 국내 방문객이 97% 이상을 차지하며, 외국인 방문객 수는 1998년 5488명

에서 2011년 2만 5000명으로 증가했다.  

하회마을의 사례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유산 보전 활동에 마을 또는 지역 

공동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회마을 보전 사업은 전 지역의 공동체 참

여, 특히 전통 마을 관리 방식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외부 전문가는 명확한 유·

무형유산 종목에 의존하지만 마을 공동체 문화는 모든 유산을 망라하는 포괄 접

근법을 요구한다. 문화유산관광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발전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하회마을과 인근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독려하는 민주주의식 보전 활동은 유산 

자원의 완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빈곤화 완화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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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 사례 연구는 참여 독려 및 주요 이해 당사자에 대한 혜

택 보장을 통한 공동체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들 사례는 살아 있는 유산의 

가치를 보유하고 전승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사회 혜택을 보장하는 사업 및 프로

그램의 이행에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 전문가나 관광업체 또는 공식 정책에 의한 

하향식 접근법은 외부 관점에 의한 보호 관행을 고착화하여 지역 공동체의 ‘제1목

소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하향식 개입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무형유산

의 생명력과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는 노력에 공동체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무형유산의 보호라는 맥락에서 지

속 가능한 발전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것이다. 공동체의 소유와 주요 이해 당사자

들의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호 조치를 취해

야 하는가? 무형유산 보유 및 전승 공동체와 그들의 자연 환경에 혜택이 돌아가

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지역 공동체들이 합심하여 경

제, 사회, 환경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면서 모든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는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하는가? 2003년 협약 이행 1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는 다양한 사례 연구 장려와 방법론 모색을 위한 역내 활동 강

화 등 전문 지식 증대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제2장 

무형유산은 왜 보호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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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대인이자 초현대인들은 점차 국가나 물리적 공간보다 새로운 지식과 창의

성, 변혁적인 진취성의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인위의 환경을 창출해 내며 그 안에

서 인간의 존재가 끊임없이 기술 중심으로 되어 간다.” 

 조르주 발랑디에, 『위대한 시스템(Le Grand Systme)』 중에서1) 

장벽이 무너지고 관습이 변화하는 지금의 새로운 시대에도 사람들이 결코 포기

하려 하지 않는 의미, 정서, 기억 등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부딪치며 흘러가는 

이 세계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향해 돌진하지만 동시에 의미나 타인과 공유

한 경험을 고수하고 싶어 한다. 왜 그런 것일까? 이러한 공유는 열린 세상에서 자

아감과 정체감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한 참조 대상을 상실하게 되면 심리·정치 측

면으로 격렬한 여파를 미치며, 이는 오늘날 세계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세계화의 혼란 속에서 회원국들이 살아 있는 문화의 보호를 위한 조치 권한을 

유네스코에 주게 된 것도 이러한 상실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사실상 이것은 어

려운 주문이자 흥미진진한 지식·정치성 미로에 이르는 요청이었다. 1990년대 초 

세계 정치권에서 ‘문화 전환’이 일어나고 표현에 대한 주장이 부상함에 따라 ‘세계

1)　조르주 발랑디에(Georges Balandier), 2001, 『위대한 시스템(Le Grand Système)』, 파리: Librairie Arthème Fayard. 

무형문화유산의 계보

로데스 아리즈페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 교수, 전 유네스코사무총장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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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이보다는 뿌리 깊게 되풀이되는 문화 교류라는 ‘상호문화성(interculturality)’

이 존재한다. 케시의 제마엘프나(D’Jemaa el Fna) 광장에서 보는 이야기와 곡예 공

연이 수도 라바트나 프랑스 파리의 연극무대로 옮겨진다면 그것이 여전히 같은 

관습일까?

아이카와 노리코가 자신의 글에서 설명하고 있듯 이 모든 문제는 유네스코에서 

1972년, 1973년, 1989년, 1995년에 거듭 마련된 무형유산 논의가 처음 시작될 무

렵부터 존재했다. 1990년대에 우리가 유네스코에서 처리해야 하는 결정은 이전에

는 ‘민속’, ‘문화 전통’, ‘풍습’이라는 용어로 불리며 극도로 복잡하게 분포된 여러 

살아 있는 관습을 토대로 한 국제 협약이 과연 사법 상으로 강력하며 규범 성격의 

국제 협약이란 틀 안에 ‘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당시 유네스코에서 문화

분과 사무총장보를 맡고 있던 필자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사회인

류학자로서 이 같은 시도에 대해 항상 느껴 오던 모든 우려와 불안에도 이 협약의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필자가 우려한 이유의 하나는 확연히 고조되

고 있던 두 요소 간의 긴장이었다. 하나는 다문화주의와 ‘문명의 충돌’에 관한 정

책토론에서 수용되기 시작하면서 갈수록 도구화되던 문화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학자 대부분이 공유하던 인식으로 조르주 발랑디에가 다음과 같이 탁월하게 

요약한 문제였다. “동시대인이자 초현대인들은 점차 국가나 물리적 공간보다 새

로운 지식과 창의성, 변혁적인 진취성의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인공 환경을 창출

해 내며 그 안에서 인간의 존재가 끊임없이 기술 중심으로 되어 간다.”3) 

이 장에서는 무형유산이라는 개념의 기원을 ‘현장(chantier)’의 창조라는 맥락으

로 분석해 보기로 하고, 이 현장에서 우리는 인류의 살아 있는 연행을 이해하기 

위한 용어를 꾸준히 만들어 내야 한다. 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샹티에(chantier)’라

는 프랑스어 단어는 떠오르고 있는 인간의 창조성에 대한 인식이 자리한 곳이며, 

이러한 창조성은 과거의 과학·정치 관점에서 여전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자기성(selfhood)을 유지하려는 기본 욕구와 함께 권력관계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억압에 맞서고 이제 낯설어진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려 하는 시도 사이에서 균형

을 찾아야 한다.

민족국가, 문화 전승자, 창작자, 문화 이해관계자 간의 문화 관계를 재구성할 

수 있는 2003년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은 국제간의 정당성이 부여된 새로운 

개념을 마련했다. 이 개념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소를 이어지는 글에서 설명할 

예정인 가운데 이는 필자가 그 ‘의사결정’ 과정과 2003년 협약 제정 과정에서 열

3)　조르주 발랑디에, 『위대한 시스템』

화(worlding)’, 유산, 정체성의 상징이라는 측면에서 문화 흐름을 새로운 방식으

로 이해하게 되었다. 국가, 소수문화 공동체, 소수민족 집단, 이주민 공동체, 최근

에 생겨난 문화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집결하여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스스로 

위치를 재설정하기 시작했다. 2003년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친 끝에 민족국가, 문화 전승자, 창작자, 이해 관계자 간의 관계 재구성

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제시를 성공시켰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과거는 주로 인공 건축 환경, 피라미드, 기념물, 지속된 자

연경관 속에서 간직되었다. 살아 있는 유산은 태양의 운동과 함께 변화했지만 문

화유산은 고정불변의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아침에 선보

인 어느 춤 공연에 과거가 존재하고, 같은 날 오후에 다른 집단이 공연하는 같은 

춤은 미래가 된다. 실제로 신기술과 세계화가 창조와 변형 사이의 일정을 압축함

에 따라 현재는 이전보다 한층 더 좁은 시간의 틈새를 차지하고 있는 듯하다. 

현재가 축소됨에 따라 ‘문화유산’의 개념은 공동체의 합의를 얻었기에 정당성을 

얻은 탐구형(heuristic) 덫에 잡힌 한 순간이라는 사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자명해

진다. 특정한 무형유산 관습을 창조하는 공동체는 히말라야의 소규모 인종집단일 

수도 있고 자메이카의 종교집단 라스타파리안(Rastafarian)이나 미국의 로스엔젤

레스와 시카고, 프랑스 파리 등 해외에 거주하는 멕시코 ‘판당고(fandango)’ 연행

자 공동체일 수도 있다. 오늘에서 내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살아 있는 문

화유산의 중심 과정임을 감안할 때 유산의 정의와 보호 방식은 그 유산을 실행하

는 여러 공동체 내부, 유산을 체계화된 것으로 인정하는 정부 및 국제기관들과의 

진지한 지식·경험·정치 협의를 거쳐야만 한다.

최근에 나온 한 간행물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물질문화유산을 특

이성(singularity), 고유성(uniqueness), 보편성(universality), 상호연관성

(interconnectedness), 국제협력성 등의 속성을 지닌 것으로 정의했다.2) 이에 반

해 무형유산의 주된 특징은 연행과 교류의 역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03년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의 규범 및 운영 절차는 특이성과 복수성(특

정 관습에 대해 여러 다른 문화집단이 소유권을 주장), 고유성(어떤 관습의 지역·

문화·존재성의 기원을 두고 문화집단들이 의견 충돌을 일으킴), 지역성과 보편성

(지방의 일부 집단이 자신들의 관습이 대규모 지역에 걸친 국제 활동에 관련되면

서 도용되고 있다고 강력하게 항의)의 역학에 대처해야 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다. 무형유산에는 마치 문화가 확고하게 고정된, 실체인 것 같은 ‘상호연관성’이 

2)　  유네스코, 2012,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세계유산비평(World Heritage Review)』 65호, 2012년 
10월. Whc.unesco.org/en/review/65/, 2012년 5월 20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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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관습, 예술 등 측면에서 진보 개념이던 오래된 문명의 개념은 문화라는 새로

운 개념으로 대치되었다. 이것은 곧 개별 문명이 자체의 가치 체계를 만들어 냈

으며, 이 가치 체계들은 동일하지 않고 반드시 서로를 모방하지는 않았다는 개

념이다.”6) 말로는 이러한 원리를 토대로 1950년대의 탈식민지화 세계를 위한 새

로운 세계화를 고안했다. 유엔 내에서 ‘경제 개발’이 미래의 청사진으로 된 1950

년대 동안 문화는 ‘문화 재조정’을 위한 수단 또는 ‘빈곤문화(culture of poverty)’7)

를 근거로 삼아 발전의 장애물로 개념화되었다. 이 용어는 멕시코의 도시 이주민

들을 추적 조사한 미국 인류학자 오스카 루이스(Oscar Lewis)가 최초로 사용한 것

으로, 원래는 그가 산업화 및 도시화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한 ‘빈곤의 하위문화

(subculture of poverty)’를 의미했다는 점을 언급해 둘 필요가 있다.8) 이런 의미에서 

무형유산을 생각할 때는 조사 대상이 된 문화 인식이 역사상에서 유래되었는지, 

소외되고 빈곤한 경제 환경에 놓인 집단이 최근의 근대에 만들어 낸 것인지 유의

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20세기 후반에는 인류학과 민속학이 민족지학상의 연구를 이끌면서 특히 원

주민(토착민)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 민족의 창의력을 면밀히 기록했다. 근대화

의 물결이 지역 문화를 예로부터 내려오던 옛 체제로부터 분리시킴에 따라 개발

도상국에서는 이 과정을 상쇄하기 위한 계획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20세기 초에 사회혁명을 겪은 멕시코의 경우 정부지원 연구와 문화정책이 고

고학 및 인류학 연구 사업을 선두에서 이끌었다. 예를 들면 탁월한 토착민 문화

를 박물관에 전시하여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민족지학 구조(Ethnographic 

Rescue)’ 사업을 시행했다. 이러한 문화 제도와 정책은 멕시코시티에서 유네

스코 제2차 총회가 개최된 1948년 당시 갓 출범한 유네스코 협의체에도 알려

졌다. 이처럼 토착문화를 박물관에 소장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을 보전하려고 

노력한 시대는 1995년을 기점으로 막을 내렸다고 말할 수 있다. 모로코 라바트

에서 열린 1995년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개발도상국 대표단들은 문화분과 

사무총장보로 새로 부임한 필자에게 차례로 찾아와서 ‘살아 있는 문화’와 관련

된 박물관이나 무인無人 역사도시 센터를 그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전 세계의 관심을 문화에 집중시키는 계기가 된 다른 세 가지 과정도 있었다. 

첫째는 필자가 연설에서 즐겨 말하듯이 “문화 소통의 세계화는 경제 세계화보다 

6)　유네스코, 위의 글: 80. 

7)　  로데스 아리즈페, 2008, “문화제도의 사상사(The Intellectual History of Cultural Institutions)”, 마이클 월턴(Michael 
Walton) & 비자옌드라 라오(Vijayendra Rao) 편집, 『문화와 공공행동(Culture and Public Action)』, 팰로앨토: 
Stanford University Press.

8)　로데스 아리즈페, 위의 글.

린 여러 회의에 참석하는 특권을 누린 덕분이다.4) 

먼저 언급해 두고 싶은 말은 무형유산은 문화 개념으로부터 얻은 유산, 즉 다의

성(polysemy)을 앞으로도 계속 보유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 유산이 어떻게 시작되

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 보기로 하자. 

창의력과 정치의 깊이 및 굴곡

19세기 말 서유럽 국가들과 뒤이어 북미,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산업자

본주의가 부상함에 따라 경제 개발과 역사문화 재배열의 다양한 조합이 최초의 

세계화(‘몽디아시옹 mondiation’5))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는 곧 서로 다른 문화

를 보유한 여러 민족에 관한 세계 담론이었다. 19세기 맥락에서 직선상의 진화 체

계를 토대로 삼은 이 담론은 다양한 모든 역사 및 지역 문화의 융합과 단일한 문

화 산물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극히 도식화해서 표현하면 당시 이 문화의 선택 안

은 산업화 사회들 자체가 직면하고 있던, 과학에 기반을 둔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창조하느냐 아니면 독특한 지역 언어와 문화 공동체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느냐 

하는 선택을 반영했다. 여기서 이 얘기를 언급한 이유는 이러한 역사 논쟁의 몇몇 

주장이 지금도 무형유산의 ‘샹티에’를 둘러싸고 다른 표현 및 담론의 틀을 빌려서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20세기 초반에 있은 ‘문명’과 ‘문화(kultur)’라는 두 정치철학의 충돌은 제2차 세

계대전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민족(volk)’ 수호의 미명 아래 잔학 행위를 저지르

던 독일 나치정권은 민족이라는 말에서 그들에게 정치의 우위성을 가져다주고 달

갑지 않은 타 문화와 지역을 말살할 수 있게 해 줄 특이성과 고유성을 감지했다. 

말할 필요도 없이 2차 대전을 통해 이 두 철학이 충돌한 이후 문화의 중요성이 전

례 없이 부각되었다. 그 결과 ‘인간의 사고방식에서 시작되는 전쟁’을 종식시키자

는 선언과 함께 유네스코가 창립되어 국제 정치가 감독하는 열린 무대에 상상의 

산물과 문화를 올려놓고자 했다.

앙드레 말로(Andre Malraux)는 다음과 같은 발언으로 이 새로운 관점에 담론

의 형태를 부여했다. “… 지난 25년에 걸쳐 다원주의가 탄생했다. 정서, 사회 인

4)　  필자는 유엔 세계문화발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Culture and Development) 위원(1992~1996년)과 유네
스코 문화분과 사무총장보(1994~1998년)를 역임했으며, 무형유산보호협약 제정을 위한 각종 회의에 참가
했다(1999~2002년). 로데스 아리즈페, “국제외교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인류학자(An Anthropologist as 
Decision-making Participant in International Diplomacy)”, 출판 준비 중.

5)　  여기서 ‘mondiation’이라는 용어는 탈식민지 담론이 아니라 역사상 특정한 시기에 한 사회를 지배하는 세계관의 
탄생을 가리킬 목적으로 필리프 데스콜라(Philippe Descola)가 사용한 용어와 뜻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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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문화 개념 발견의 유용성에 관한 회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학계에 팽

배하던 1990년대에 왜 문화의 개념이 개발주의 정치에서 우위를 차지했는가에 관

해서는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문화는 손실이 가시화될 때 정치성을 띤다

‘문화 발전’은 1946년 제1차 총회에서 유엔의 목표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기는 

했지만 이 개념이 범 세계 차원으로 수용된 것은 1969년에 유네스코 문건 ‘문화정

책: 예비연구(Cultural Policy: a Preliminary Study)’가 나오면서부터였다.9) 이 문건

을 통해 문화 발전의 개념을 정의하고 개성의 실현과 경제·사회 개발, 특히 언어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를 연결하기 위한 기준이 공식 권고되었다. 문건의 끝부분

에서는 언어교육 프로그램과 ‘문화 발전’을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총체’로 간주해

야 한다는 것이 주요 지침의 하나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 예비 제안서가 나온 후 

1970년에 문화정책에 관한 제1차 정부 간 회의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개최되

었고, 이후 10년간 문화정책에 관한 일련의 문건들이 출간되었다.

이 분야의 국제 활동은 1982년 멕시코에서 열린 문화정책에 관한 정부간회

의(몬디아쿨트 Mondiacult)에서 절정에 이르렀으며, 이 회의에서 문화정책 기

본 지침이 마련되었다. 1950년대부터 프랑스가 국가 문화정책 개발 분야를 이

끌어 왔지만 이 회의에서는 ‘사회 다원주의’에 기반을 둔 ‘내생 발전(endogenous 

development)’ 10)의 증진 방법에 관한 문화정책 수립에 개발도상국들이 적극 나

섰다. 탈식민지화 이후 국가 및 지역의 문화 정체성에 대한 권리 주장이 이어지

고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급속한 근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77그룹(Group of 77)

이 유네스코를 선도 기관으로 삼아 ‘세계 문화발전 10년(World Decade for Cultural 

Development 1988~1997)’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기간에 조직된 활동

은 많은 경우 민족지학 연구 장려와 민속학 및 민속예술 관련 국가 기록보관소 설

립에는 중요하게 기여했지만 대개는 관련 행사와 축제만 되풀이하고 발전 문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1989년 전통문화 및 민속 보호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on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Cultures and Folklore)는 문화 발전이라는 이 새로운 문제가 세계무대

9)　유네스코, 1969, “문화정책: 예비연구”, 파리: 유네스코.

10)　  이 개념은 몇 세대에 걸친 라틴아메리카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당시 박사후 과정생으로 있던 필자는 멕시
코에서 갓 설립된 여러 아메리카 원주민 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아메리카 원주민과 그들 문화의 보호
에 관한 글을 썼다. 로데스 아리즈페, 2014, 『로데스 아리즈페 슐로서: 멕시코 인류학의 선구자(Lourdes Arizpe 
Schlosser: a Pioneer in Mexican Anthropology)』, 하이델베르크: Springer.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됐다. 물론 이에 비해 우리 인

류학자들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이러한 과정을 분석하거나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두 번째 과정은 영국에서 연구를 시작해 다른 국가들로 

확대된 뉴라이트(New Right)의 부상이다. 이 운동은 ‘문화’, ‘국가’, ‘민족’이라는 용

어를 그들의 목적에 따라 재정의하고 임의로 사용하는데 몰두했다(Seidel, 1985).

세 번째 과정으로는 문화로 다양한 지역을 하나로 결합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인종차별 반대운동과 민족해방 투쟁의 역사로부터 탄생한 많은 개발도상국은 구

조 조정과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특정하게 적용하고, 문화를 국제 개발에서 정

치 참여 및 평등을 증진하려는 그들의 요구 제시에 중요한 기치로 삼았다. 

이처럼 서로 다른 관점들이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정부와 시민사회 조

직, 국제 문화사업 담당자 간에 행해지고 이들 사이에서 인류학자들이 참여한 유

네스코의 문화 관련 논의에 어려움이 많은 것도 어찌 보면 당연했다. 그러나 이 

모든 주체가 동의한 커다란 도전 과제는 새로운 시공간의 준거 틀에서 사람들이 

문화 변화의 급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속히 문화 지침과 프로그램을 만

드는 일이었다. 이것은 앞으로도 인류학이 활발하게 지속해야 할 과정으로, 인류

학은 새롭게 부상하는 국제 문화의 공간 속에서 복잡하게 얽힌 의미망이 지닌 속

성에 대해 제한된 지지를 넘어 새로운 성찰을 적극 해야 한다. 

1990년대에 문화는 세계 자본주의를 위한 새로운 정치 활동에서 국제 정책의 

주요 수단이 되었고, 최소한의 국가 역할을 했다. 역설이게도 이런 현상은 인류학

자들이 이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심지어 이를 보류할 것을 제안하고 있을 때 나

타났다. 해석인류학(interpretive anthropology)은 이 용어를 ‘해석의 해석’이라는 용

어 속에 묻어 버렸다(Geertz, 1973). 해석 이론들은 의미와 주관성을 강조하면서 

접근 방식을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이끌었다. 민속방법론과 기호학 및 포스트모더

니즘 연구는 해석 이론을 텍스트 분석 안에 녹여 넣었으며, 탈식민지 연구는 전통

의 인류학 연구 이면에 자리한 푸코식 의미의 권력 구조를 파헤쳤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다문화 도시 환경으로 사람들이 유입됨에 따라 이제 더 이

상은 ‘단절된 역사와 민족 혼합’의 맥락에서 문화를 제한되고 고정된 존재로 볼 

수 없게 되었다(Hall, 1993:356). 이에 따라 문화는 ‘논쟁의 장’으로 재정의되

었다(Cohen, 1974). 수많은 학문 분야의 ‘문화 전환’으로 인해 문화는 민족지학에 

뿌리를 둔 방법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거대 담론을 믿는 불가능한 상황에 녹

아들게 되었다. 이 개념을 둘러싼 회의론이 크게 불거진 가운데 1998년 크리스토

프 브루만(Christoph Brumann)은 문화의 유용한 개념을 버려서는 안 되는 이유를 

논한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Bruman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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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를 보완할 수 있는 문화발전 지표 및 지수를 개발하고자 노력했다. ‘문화개

발’, ‘문화의 자유권’, ‘문화다양성’ 지표 등 이 일련의 회의에서 논의된 개념들은 

발전 맥락에서 인정되고 보호되고 재창조되어야 할 ‘살아 있고’, ‘유의미한’ 관습

이라는 측면에서 유네스코의 문화유산 사업을 수정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다. 그러나 문화는 결국 그것이 지닌 다의성과 그 밖의 불가해성으로 인해 

우리가 문화에 대해 마련한 그 모든 개념의 틀을 벗어나 버렸다.

‘전통문화’와 ‘민속’은 대부분의 논의와 국제간 사업에 단골처럼 등장하는 주

요 용어였지만 ‘문화유산’이라는 용어는 1972년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

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또한 ‘무형문화’라는 표현도 각종 회의와 유네스

코 문서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카와 노리코-포레는 유네스코의 프로그램 

사무관으로서 조르주 콩도미나(George Condominas)를 위시해 전 세계 인류학

자들과 함께 각종 프로젝트, 세미나, 국제회의를 진행했다. 아이카와가 이 책에 

실린 자신의 글에서도 정확히 기록하고 있듯이 이는 이 분야와 관련해 더욱 강

력한 규범을 도구로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유네스코 문화분과 사무총장보 

업무에 한창 적응하고 있던 1995년 당시 필자를 찾아온 아이카와는 민속학자로

서 전통문화 분야의 국제 도구 개발을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나는 그 즉시 수락

했다. 

우리는 문화분과의 차기 프로그램에서 이 주제 분야를 다룰 회의를 여러 나라

에서 다섯 차례 개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당시 필자는 세계문화발전위원회 보

고서의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일에 골몰해 있었고, 우리 두 사람은 인간개발지수

와 같은 선상에서 문화와 발전에 관한 지표나 지수를 개발하는 데 큰 관심이 있

었다.13) 1996년에 개최한 문화발전 지표에 관한 한 회의가 기억나는데 이 회의에

서 우리는 살아 있는 문화유산을 지칭할 용어를 몇 가지 구상하기도 했다. 참여자 

가운데 인류학자들은 ‘표현 문화(expressive culture)’라는 표현을 제안한 반면에 ‘창

의 유산(creative heritage)’, ‘철학 유산(philosophical heritage)’, ‘지식 유산(intellectual 

heritage)’, ‘자기표현 문화유산(self-expressive cultural heritage)’ 같은 제안도 나

왔다. 이보다 더 거친 표현들은 제안 직후 곧바로 배제되었다. 그날의 논의는 크

게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세계유산목록의 문화유산과 연결

고리를 만들어 줄 ‘물질-무형’의 속성이었고, 다른 하나는 기술 대상이 되는 유산

의 구조 또는 변환 성격을 담아내기 위한 ‘형식-표현’의 속성이었다. 언어에 따라 

13)　  인간개발지수의 고안에 참여한 주요 이론가 마부브 울 하크(Mahbub ul Haq)가 문화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있
었으며, 필자 또한 유엔개발계획에서 여러 연구자와 함께 이 지수 개발에 참여했다.

에 설 수 있는 장을 마련했으나 문화와 발전 논의 추진력은 더 크게 불어넣지 못

했다. 그 결과 1992년 스웨덴과 북유럽 국가들을 필두로 한 유엔 회원국들은 세

계문화발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Culture and Development)의 설립을 제안

했다.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초빙된 당시 필자는 20년간 문화정책을 연구한 경

력이 있었다.11) 로돌포 슈타벤하겐(Rodolfo Stavenhagen)이 여러 인류학자 및 저

술가와 함께 도시문화를 포함한 지역문화 보호를 위한 정부 선도 프로그램을 만

든 1979년에 필자도 박사후 과정생으로 이 사업에 참여했다. 우리는 멕시코가 고

고학과 민족지학 자료 보호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전통 장인의 공예품을 활발

히 지원한 국가이니만큼 그러한 자료와 공예품의 생산자들에게로 관심을 돌리고 

그들의 지역문화를 존중하고 증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5년에 필자는 기대

도 하지 않았는데 국립민속문화박물관장으로 임명되었다. 이 박물관에서 열린 전

시는 대부분 새로운 전시학을 도입하여 토착 및 도시 문화 전승자들을 직접 참여

시켜서 그들의 문화와 공연의 시각 전시를 구성했다.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문가들이 찾아와 이 전시를 관람했다. 우리가 설정한 목표는 전승자와 이해 관

계자들이 이러한 문화를 안정시킬 수 있게 하고, 이런 방향으로 정부 정책에 영

향력을 행사하여 죽어 가는 문화 또는 직업 성격의 전통을 구제하는 것이었다. 

1988년 필자는 이 박물관을 떠나 세계 인류학·민속학 연맹(International Union of 

Anthropological and Ethnological Sciences)의 회장직에 올랐다. 1992년에는 세계문

화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초청을 받았고, 1994년에는 유네스코 문화분과 사무총장

보에 임명되었다.

무형유산을 위한 토대 마련

1992~1995년에 유엔 문화발전위원회는 세계 각지에서 개최한 아홉 차례의 

회의 등 여러 활동으로 풍부한 아이디어·철학·정치의 저류를 국제 논의의 장으

로 끌어들였으며, 놀랍게도 우리는 그 결과를 한데 모아 ‘우리의 창의적 다양성

(Our Creative Diversity)’이라는 보고서를 완성했다.12) 유네스코는 ‘우리의 창의적 

다양성’ 후속 기획으로 회의를 다섯 번 개최하여 이에 앞서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에서 마련한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11)　   1979년 로돌포 슈타벤하겐은 일단의 인류학자 및 저술가들과 함께 도시문화를 포함시킨 지역문화 보호를 위한 
정부 선도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우리는 수년에 걸쳐 ‘민속문화(culturas populares)’에 관한 정책 개념을 마련했
다. 1993년에는 국립민속문화박물관(National Museum of Popular Cultures)이 설립되었다.

12)　  당시 필자는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담당했으며, 동시에 유네스코 문화분과 사무총장
보(1994~1998)를 지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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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카와 노리코 편집으로 브로슈어에 실린 ‘자기표현 양식: 무형유산(Forms of 

self-expression: the intangible heritage)’이라는 제하의 섹션에서도 일부를 인용해 

본다. “(…) 세계 문화유산에는 구전 전통, 언어, 음악, 춤, 공연예술, 공예, 관습 

등도 있다. (…) 유네스코는 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문화 표현 양식의 보전에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확장된 이 프로그램에는 새롭게 가속도가 

붙고 있다….”15) 

무형유산의 활동 정의: 인권, 문화영역, 지역기관

마쓰우라 고이치로(Koichiro Matsuura)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2000~2006)은 

취임 직후 무형유산보호협약을 주요 사업의 하나로 선정했다. 그는 임기 첫 해에 

‘무형문화유산-활동 정의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를 요청했고, 이탈리아 토리노에

서 열린 이 회의는 국제법 체제로 보호해야 할 무형유산의 범위와 요소를 규정하

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회의에서 필자는 기조문을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

았다.

토리노 회의의 발표에서 필자는 유산이라는 개념이 유물이나 지식, 관습과 연

관된 사람들의 인식에 의해 형성되는 의미들로 구성된다는 점을 크게 강조했다. 

법률 제정이 무형유산에서 중요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측면이며, 무형유산은 사람

들의 활동으로 존재하고 유지된다는 의미에서 물질유산과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점을 근거로 무형유산은 기술, 촉진 요소, 생산물, 의미, 영향, 경제성 가

치로 이루어진 창조 과정으로 간주해야 한다면서 이 각각의 요소에 관해서도 설

명했다. 무형유산의 보호 장치는 과거로부터 매우 귀중한 법령을 남기면서 이것

이 지속되어야 각 사회가 앞으로도 계속 스스로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게끔 이

러한 창조 과정의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법률 수단이 왜 반드시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 필자가 

제시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1.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르는 인간의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 기본 전제

는 다음과 같다.

  1)   인간의 창작물은 중시해야 할 대상이다. 2) 인간 창작물의 다양성은 인류에

게 중요하다.

15)　위의 글: 10.

달라지는 어휘 간 차이도 함께 논의되었다. 

아이카와 노리코와 문화분과 프로그램 사무관들의 직원회의에서 마침내 ‘무형

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을 유네스코가 이 분야에서 발전시킬 대상을 

가리키는 공식 용어로 사용하자는 결정이 나왔다. 우리는 모두 이 용어가 완벽하

게 정확하지 않고, ‘무형’이라는 표현이 가뜩이나 매우 복잡하고 다의성인 ‘문화’라

는 말에 또다시 다의성을 보탰으며, ‘유산(heritage)’은 많은 언어권에서 아예 존재

하지 않는 단어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 용어는 사고와 

관습의 흐름에 내재된 창의성, 물질문화유산과의 연계성, 공동체의 가치 인식, 문

화를 상상하고 만들어 낼 수 있는 인류 공통의 능력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발견

성(heuristic)을 제공했다.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용어는 담아내야 할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의미하지는 못

했지만 우리는 이 표현에 함축된 의미가 모든 언어 및 문화의 넓이와 폭을 아우를 

수 있을 만큼 광범위하기를 희망했다. 또한 추후 작업을 통해 한층 더 이론과 방

법을 토대로 한 연구로 더욱 엄밀한 명시성의 의미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점도 고

려했다. 그 결과 이 용어는 협약에서 처음 소개되자마자 정치 성격의 유리 감옥에 

갇혔으며, 그 속에 담긴 모호하거나 모순된 부분들은 정치·조직의 절차를 통해서

만 관리되고 있다. 

문화 지표와 무형유산을 다룬 각종 회의는 필자 개인에게 유네스코 문화 프로

그램에서 꾀한 문화 관점의 전환을 한층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에 따라 

1998년 총회를 위해 작성된 문화분과 브로슈어에서 필자는 문화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나름대로 서술했다. 

“문화는 사람들이 만들고, 혼합하고, 서로 주고받는 여러 의미의 지속된 흐

름이다. 이것은 우리가 문화유산을 건설하고 그 기억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준다. 친족, 공동체, 언어집단, 민족국가, 인류 자체와의 유대를 인지시켜 준다. 

우리가 사색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문화로 인해 서로 간의 차이를 전쟁과 극단주의의 깃발로 바꿀 수도 있다. 그러므

로 문화는 결코 당연시되어서는 안 되며, 신중을 기해 바람직한 성과 형태로 빚어

져야 한다. (…)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접촉하고 있는 지

금 그들은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유산

을 보전할 수 있을까? 수많은 우리 문화가 상호작용하는 세계에서 공존할 수 있

는 방법은 무엇일까?”14) 

14)　  유네스코, 1998, “직물짜기에서 웹사이트까지: 유네스코, 문화를 기념하다(From Weaving to Websites: UNESCO 
celebrates culture)”, 문화분과 프로그램 브로슈어, 1998년 유네스코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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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중대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18) 여성은 수동 ‘전통 보유자’, 즉 단순히 

무형유산의 ‘전승’ 기능만을 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중대한 역설’

에 직면해 있는데 이 용어는 아드리아나 곤살레스 마테오스(Adriana Gonzalez 

Mateos)가 토리노 회의에서 발표한 글에서 사용한 것으로, 그 일부를 인용해 

본다.19) “그들은 전통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근대화를 해방을 위한 하

나의 방안으로 여긴다. (…) 반면에 여성을 그러한 속박에 묶어 두기 위한 좀 더 

미묘한 전략은 전통의 수호자라는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토리노 회의에 이어 브라질에서도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도 참석자들

은 지역 공동체들과의 협의 아래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 프로그램들을 개

발 정책의 맥락에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되새겼다. 

2002년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용어 관련 전문가회의

에서 필자는 토론을 시작하면서 어떤 맥락에서 무형유산을 정의해야 하느냐는 

문제를 간략히 개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회과학에서 문화와 정치 변화에 관

한 한 세기 동안의 논의 내용을 협약을 위한 맥락으로 압축해야 했다는 점을 언

급했다. 주요 사안으로 강조한 것은 문화 전승 공동체와 지역 주체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는 점, 사람들이 문화유산을 창출 및 재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

하는 보호정책을 지속해서 펼쳐야 한다는 점이었다. 긴급히 요구되는 정치·종교

의 관용 보장을 비롯해 법 제정과 관련된 사회 상호작용에 유념해야 한다는 점

도 덧붙여 역설했다. 인류학자로서 필자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 사항이 

역점을 인간 행위자에 둠으로써 문화의 실체화를 막는 것이라고 주장, 이 점에

서 워싱턴에서 회의를 개최한 스미스소니언협회(Smithsonian Institution)의 동료 

학자들과 의견을 함께했다. 이에 따라 진정성(authenticity)은 앞서 물질문화유산

에 속한 것과 달리 새로운 대상으로 강조점을 옮기게 되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전문가회의에 함께 참석한 키아라 보르톨로토(Chiara Bortolotto)가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쳤다.20)

이 회의에서 안토니우 아우구스투 아란테스(Antonio Augusto Arantes)는 무형

유산이 단순히 다른 목적을 띨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주로 사람들의 삶의 자원

이기 때문에 어떤 유산을 보호하고 유산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정하는 것도 해당 

공동체 구성원들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몇 명은 지역 공동

18)　매릴린 스트래던, 1989, 『성(性)의 선물』, 런던: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　  아드리아나 곤살레스 마테오스, 2003, “뉴욕의 멕시코 이주민 여성과 그들의 문화유산 근대화가 지닌 역설
(Mexican Women Migrants in New York and the Paradox of Modernizing Their Cultural Heritage)”, “여성과 무형문
화유산”에 관한 유네스코 회의 기고문.

20)　키아라 보르톨로토, 2010. 

2.   특정 유형의 무형유산을 범 세계 차원에서 인정하기 위해서다. 기본 전제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세계인이 그러한 유산의 보호에 이해관계가 있다.

  2)    여러 국가와 집단이 그들의 유산을 범 세계로 인정받음으로써 이득을 얻

고, 그에 따라 ‘소수의 자랑거리가 모두의 자랑거리’가 된다.16) 

3. 지역, 민족, 문화,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4.   시장과 소비자운동이 개인주의를 역설하는 이 시대에 사회 협력을 가능케 

해 준다. 

5.   어떤 역사 전통에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욕구 심리와 관련해 

역사의 연속성을 제공한다.

6. 즐거움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다. 

파워포인트 발표에서는 견실한 이론 기반을 갖추고 있고, 새로운 국제법 체제 

마련에 타 국가기관이나 국제기관17)에 비해 유리한 입장에 있는 유네스코가 다뤄 

볼 수 있는 무형유산의 영역으로 1) 사회 화합의 관습 2) 구전전통 3) 축제행사 4) 

자연과 우주에 대한 신앙 등을 제안했다. 

토리노 회의에서 미국 인류학자 피터 세이텔(Peter Seitel)은 무형유산 보호에서 

정식 파트너이자 전문가로서 전통유산 관리자들의 중심 역할을 강조했으며, 전문

기술과 전통 전승에 의식이 있는 창작자로서 더 크게 인정받아야 할 전통 보유자

들을 조명했다. 그는 또한 무형유산이 여러 문화가 뒤섞인 혼성체일 수도 있고 식

민통치나 여성 활동과 같이 다른 기준에 근거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

하도록 촉구함으로써 무형유산의 개념 범위를 확장했다.

이쯤에서 바로 이 테마가 ‘여성과 무형문화유산’을 주제로 뒤이어 개최된 또 

다른 유네스코 회의에서 다루어졌다는 사실을 언급해 둘 필요가 있다. 그 무렵 

상당수의 인류학 연구는 문화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가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점

에 다시 한 번 관심을 촉구했고, 특히 사회 관습과 의례에서 여성이 주역을 담

당했음을 보여 주었다. 매릴린 스트래던(Marilyn Strathern)은 저명한 그녀의 저

서 『성性의 선물(The Gender of the Gift)』에서 여성의 노동 및 폭넓은 네트워크

가 의례행사에서, 사회관계를 통한 유물 및 다른 형태의 무형유산의 가치 구축

16)　이는 필자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문화분과 사무총장보 자격으로 문화유적지를 보러 갔을 때 한 인식이다.

17)　  필자는 문화분과 사무총장보로서 문화 관련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여타 국제기관들과의 교류 업무를 담
당했다. 특히 재산 측면에서 문화를 규정하기 시작한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세계
무역기구(WTO)가 중심이 되었다. 예측할 수 있듯이 수많은 개념과 제도의 한계에 관한 논의가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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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논의에서 추출된 또 하나의 중요한 구분에 관해서는 회의 참석자 폴 쿠룩(Paul 

Kuruk)이 정확한 법률 해석을 제공했다. 법률 근거에 따라 무형유산 협약에서 ‘보

존(conservation)’이나 ‘보전(protection)’이 아닌 ‘보호(safeguarding)’라는 용어가 우

선권을 얻었다. 이는 곧 ‘무형문화유산이 지닌 여러 측면에 대한 감정, 기록, 보

전, 증진, 전수, 활성화 등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

한다는 부분을 특히 부각시키는 것을 의미했다. 참으로 중요한 이 용어상 구분은 

무형유산이 그 상징과 의미를 끊임없이 되찾기 위해 재현되고 연행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 용어는 무형유산을 물질유산과 차별화하면서 살아 있는(living) 

유산으로 규정했다.

이 모든 숙의를 거친 끝에 무형유산과 그 구성 분야에 관한 다음과 같은 정의가 

이 회의에서 승인되었다. ‘(i) 현 협약의 목적상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와 개인이 

자신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하며 인권, 공정성, 지속 가능성, 문화공동체 간 상

호 존중 등 널리 수용된 원칙과 양립하는 관습·표상 및 그에 필요한 지식·기능·도

구·물품·공예품·공간을 말한다.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가 환경과 역사의 

존재 조건에 대응하면서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이들이 계속성과 정체성을 지니도

록 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을 증진한다. (ii) 위 (i)항에서 정의된 

무형문화유산은 다음의 분야를 아우른다. 1) 구전전통, 2) 공연예술, 3) 사회적 관

습, 의식 및 제전, 4) 자연에 대한 지식 및 관습.’

그렇지만 이 회의에서는 두 가지 주요 쟁점이 큰 논쟁을 일으켰다. 하나는 

2003년 협약의 유산목록에 포함시키기 위한 모든 제안서의 여과 장치로 인권을 

포함시키는 문제였다. 우리 인류학자들은 모두 이 내용이 무형유산의 정의에 반

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는 민족중심주의자와 종교적 근본

주의자들이 도처에서 나서서 여성 할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로서의 손 절단이

나 기타 유사한 신체 절단, 돌팔매형, 심지어 여아 살해까지도 문화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례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미 세계문화발전위원회가 1995년 ‘우리의 창의적 다양성’ 보고서에서 ‘비관용 문

화는 그들의 비관용 성격을 강화할 목적으로 문화에 대한 존중이라는 논거를 사

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논쟁을 야기한 또 다른 쟁점은 협약에 언어를 포함시키는 문제였다. 필자는 이 

부분에 강한 반대 주장을 펼쳤다. 현장연구 경험을 통해― 그리고 자국에서 100

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국가의 외교대사들의 요청을 통해― 이 조치에 

반대해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보다 몇 년 전 언어정책에 관한 국제 

아프리카 회의에서 필자는 3개 국어 정책을 지지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일부 아프

체의 문화 자원을 외부인들이 도용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는데 특히 라틴아메

리카를 중심으로 일부 토착민 공동체에서 이미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었다.

수전 라이트(Susan Wright)는 이후 유네스코의 여러 회의에서 반복 논의된 중요

한 문제, 즉 특정 사례에서 무형유산을 정의할 권한은 누구에게 가야 하느냐는 문

제를 제기했다. 이는 흔히 문화 ‘문지기’, 다시 말해 공동체가 지정하거나 스스로 

나선 리더로서 지역문화를 보호하거나 변화를 억제하여 긍정 또는 부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들에 관한 인류학 관점의 논의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당시 우리는 

어떤 국제법 체계든 문화의 실천주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

장해야 한다는 데 다 함께 동의했다.

이에 따라서 용어해설집 작성에서 이 회의에 참석한 인류학자들은 고정되고 출

처도 알 수 없고 자기 정당화된 추상의 실체로 정의되는 ‘문화’ 대신 좀 더 명확

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를 적극… 재생산하고 전수하고 변

형하고 창조하고 형성하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정의되는 ‘문화 전승자(culture-

bearers)’ 같은 용어가 그 예였다. 이는 곧 사람들을 문화유산 관습의 활발한 ‘창조

자(creators)’, ‘연행자(practitioners)’, ‘관리자(custodians)’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창조자’, ‘연행자’와 문화공동체 간의 관계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

까? 용어집에서 ‘공동체(community)’는 ‘스스로 부여한 유대감을 공유하는 사람들’

로 정의되었다. 인류학자들을 중심으로 회의 참석자 전원이 유네스코의 ‘다중 충

성(multiple allegiances)’ 관점에 따라 개인이 동시에 하나 이상의 공동체에 속할 수 

있다고 명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후에 이 관점은 다문화주의에서의 

단일 귀속(adscription)이라는 좁은 정치성의 관점을 지지하는 이들에 의해 무효화

되었다.

‘문화 공동체(cultural community)’는 ‘자체 문화나 문화 디자인, 또는 보편 문화

의 변형을 통해 다른 공동체들과 구별되는 공동체’로 정의됐다. 또한 ‘가능한 확

대 개념의 하나로 국가가 문화 공동체일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소수민족만 무

형유산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했으며, 이로써 1990년대 중반부터 유네스코의 문

화 관련 논의에서 빠지지 않고 제기된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토착 공동체

(indigenous communities)’를 ‘자체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특정 지역에서 발원했다고 

여기는 공동체’라는 정의로 환영할 만한 설명도 있었는데 이 정의를 통해 ‘동일한 

지역에 하나 이상의 토착 공동체가 존재하는 경우를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

는 내용도 추가로 명시되었다. 후자의 견해는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멕시코 등 

다양한 원주민들이 같은 지역에 정착해 있는 많은 개발도상국의 환영을 받았다.

물질유산에 적용되는 체계를 무형유산에도 사용할 수 있느냐에 관한 이전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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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협약에서 ‘표준’이나 ‘규범’ 어느 것도 원치 않았다. 그러나 이 협약에서 보류

된 모든 규제 규범은 이후 협약의 운영 과정에 하나하나 새로운 불균형이 스며

들게 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커다란 아이러니는 관련 담론에서는 ‘문화 집단’을 본 협약

의 주체로 끊임없이 지칭했지만 이들이 각종 토론에서 발언하는 경우는 거의 없

었고, 이러한 집단에 정부 관료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알고 있을 전문가들도 토론

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10년이 지난 지금 규제 완화가 많은 국가에서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권력을 차지한 중재자들이 

자기 잇속만 차리는 활동을 했으며, 실제로 이들은 자기 나라에서는 문화 수용收

用의 수직성 관행을 부활시키고 있다. 역량 있는 과학 기관이라면 지난 50년간 유

네스코에서 그리했듯이 균형을 실어 주거나 공정한 협상을 위한 복잡한 절차 마

련에 도움을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2003년 협약의 운영 기구를 끝없이 

개편하고 협약 기준과 운영의 세부 사항을 두고 임시변통용 투표를 하는 것으로

는 이론이나 방법, 절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셰리프 카즈나다르(Cherif Khaznadar)가 조심스럽게 지적했듯이 2003년 협

약의 운영 과정에서 많은 도전 과제가 언급되었다.21) 최근에 인류학자들은 중

대한 이론상의 문제를 강조했다.22) 파리 세계문화의집에서 열린 제1회 무형문

화유산 연구자 포럼에서는 무형유산보호협약과 관련된 연구 및 운영 문제를 

논의했다.

문화 유폐(cultural imprisonment)는 마르크 오제(Marc Auge, 1998)가 지적했듯

이 맹종(blindness)으로 이어지거나 프랑스 한림원(French Aacademy)의 아맹 말

루프(Amin Malouf)가 발표한 저서 제목처럼 대량살상의 정체성(Les Identities 

Meurtrieres)이라는 위험을 낳는다. 이 지면이 그러한 위험을 분석할 자리는 아

니지만 유산 후보 협상에서 새로운 중재자들의 부상과 명시되지 않은 ‘대표성

(representativeness)’이라는 문제를 많은 사람이 뚜렷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 중재

자들은 지역의 주체를 배제하고 규제되지 않은 집단 서열화를 야기해 각국 내에

서나 협약관련 기관에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그 결과 대표목록

(Representative List)의 일관성 및 대표목록이 다른 목록들과의 사이에서 지녀야 할 

적절한 균형에 혼란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21)　카즈나다르, 2009.

22)　  국제사회과학협의회 무형문화유산위원회(ISSC Commission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12, “무형문화유
산 연구에 관한 기획회의 보고서(Report of the Planning Meeting on Research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멕
시코: 멕시코국립대학. www.crim.unam.mx/drupal에서 확인 가능.

리카 친구, 대사, 유네스코 위원들을 놀라게 하고 다른 이들을 경악케 한 바 있다. 

세계 강국과 민족주의 정부, 심지어 민족 집단들조차도 곧바로 이 제안을 짓밟

아 버렸는데 이들은 여전히 모두 자신들의 언어만이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형유산보호협약의 측면에서 보면 비록 토리노 회의는 첫 번째 보호 대상 

목록에서 언어를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이후에 열린 협약 관련 회의에서 다시 언

어가 포함되었다.

이 같은 용어 정의들이 신중하게 다루어졌음에도 이 용어집은 유네스코 내부에

서 예비문서로 배포되기는 했으나 이 회의 보고자인 네덜란드 인류학자 빔 벤더

스(Wim Wenders)와 유네스코 위원들 간의 오랜 논의가 있은 뒤까지도 유네스코 

회원국 대표단들에게 공식 배포되지 못했다. 

끊임없는 도전 과제

 

2003년 11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145개국이라는 이례적으로 많은 수의 국가가 

무형유산보호협약을 채택했다. 이처럼 대성공이 가능하게 된 것은 마쓰우라 고

이치로 전 사무총장의 아낌없는 지원과 아이카와 노리코의 치열한 노력 덕분이

었다. 그 자체로 이 협약은 동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신흥 경제국들이 협약 

제정 과정에서 전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유네스코 내 지정학상 균형에 

나타난 매우 중요하고 흥미로운 변화와 더욱더 균형 잡힌 세계 구축에 이제 지역 

민족들이 활발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지극히 중대한 인식을 대변하고 있다. 그

러나 협약의 글과 정신에 남아 있는 미처 해결되지 못한 모호한 부분들은 초기부

터 협약의 시행과 운영에서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용어 회의가 있은 후 유네스코 회원 당사국들은 무형유산보호협약의 제정과 

관련된 여러 회의에 참석한 모든 전문가에 대해 각국 정부만이 자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결정은 본 협약과 관련해 

취해진 여타 조치들과 함께 1950년대 이래로 유네스코에서 국제 협약을 구축할 

때 늘 취하던 방식을 바꿔 놓았다. 과거에는 모든 전통 문화권의 과학자, 철학

자, 인문학자들이 협약의 작성 및 운영 과정에 늘 참여했다. 지금 이 과정을 되

돌아보니 ‘규제 없는’ 협약을 만들려는 시도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21세기 초 

다른 수많은 공공생활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연과학은 전체가 폄하되고 전

문가들은 비판 받았으며, 사회과학은 정책 논의에서 의도로 배제되었다. 2002

년 파리 세계 문화의 집(Maison des Cultures du Monde)에서 열린 회의에서 대표

자들로부터 들은 말에 따르면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정부 대표들은 무형유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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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십 년간 인류학이라는 학문 측면의 성찰 능력 덕에 우리는 각자의 이론

과 방법론을 빠르게 전환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새로운 범 세계주의 환경에서 시

공간의 재개념화 작업 과정에 중요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했다. 이뿐만 아니라 곳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문화와 그 화신들이 언제고 불을 붙일 수 있는 이 

세계에서 인류학자들은 왕성한 성찰을 발휘해 인류의 전례 없는 시대를 위한 새

로운 문화·사회 현실의 건설에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인류학은 맹종 

및 유폐 문화에 반대하는 열린 관점과 차이가 아닌 공동 운명을 강조하는 범 세계

주의 비전의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다.

여느 새로운 시도가 그렇듯이 무형유산에 대한 생각과 행동을 굳건히 하는 데

는 시간이 필요하고, 끊임없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지금의 세계에서는 더더욱 그

러할 것이다. 2003년 협약 제정을 위한 숙고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수

많은 정부·공무원·연구자·문화전승자들의 공동 의지였으며, 이 의지야말로 그토

록 다양한 주체들이 이 협약 마련에 동의하게 만든 원동력이었다는 점을 강조해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무형유산보호협약의 적용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이 협약이 머나먼 오지와 극지까지 포함한 전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촉발

해 낸 놀라운 열정이다. 

협약이 지닌 이론·정치성 모순점들은 단 몇 년 만에 협약의 승인을 얻어 내기 

위해 치러야 한 대가인지도 모른다. 유네스코는 정보통신 기술에 의해 얼마 안 가 

흔한 방식이 되었을 관행들을 따라가는데 급급했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수많

은 논쟁, 작용, 갈등 등의 가능성에 직면하여 살아 있는 문화 관습을 구하기 위해 

지체 없이 무슨 수든 써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일단 협약을 완성하고 이후에 참여를 원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 의해 그

것이 다시 만들어지고 재창조되고 다듬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지금이라면 

요즘 전자 비디오게임에서 가상세계까지 퍼지고 있는 레이디언스(radiance, ‘광휘’) 

같은 새로운 용어를 채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 지금 당장 어떤 일에 매진하

는 상황인데 지식·기술 수단은 전혀 완성되어 있지 않다면 일단은 배를 먼저 띄워 

놓은 다음에 폭풍우를 견뎌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배를 개조하는 것이 최선이다. 

무형유산과 2003년 협약의 개념과 관련해 어떤 평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문

화 집단, 학계, 정부 문화부처 안팎에서 이 개념이 끌어낸 풍부한 논쟁은 사실 세

계가 이 같은 논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벌써부터 증명하고 

있다.

결론

2003년 무형유산보호협약은 모든 부분이 부족함에도 다양한 주체가 그들의 표

현 문화 유실 및 변형에 우려를 표명하고 협상하는 한편 그 문화를 보호하기 위

한 분명한 행동에 나설 수 있게 해 준 토대 구축에 가장 중요하고 성공한 기획이

었다는 개인 소견을 밝히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 사업이 주요한 개념 

및 실행 관련 문제를 전혀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실제로 

그 적용 단계부터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 협약이 수

많은 다양한 민족으로부터 끌어낸 열정과 헌신은 말 많고 탈 많은 지금의 세계에

서 어쩌면 문화와 문화유산이야말로 가장 구속력 있는 개념이라는 사실을 잘 보

여 준다. 

무형유산에 관해 전 세계가 함께 숙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작업은 대단히 

흥미로운 과정이었으며, 이는 앞으로도 ‘노동의 현장(travail de chantier)’으로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화 연행자, 문화 이해관계자, 정부, 과학자, 유

네스코 위원들은 협약 적용의 엄격성과 타당성 및 효율성 담보에 책임―그리고 

인식―을 함께해야 한다. 이는 또한 유네스코 임직원들에게 요구되는 활동에 필

요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최근 몇 년간 일부 정부가 주장해 온 것과 달리 유네스코 임직원들은 프로그램 

기술자 역할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혹시라도 그렇게 된다면 미묘한 절충, 마

법같이 등장해서 합의를 끌어냄으로써 딱 떨어지는 구절같이 겉으로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요소가 더 이상 협약 문건에 들어있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대표단들의 

협상 공간에 쏟아져 들어와 불안한 갈등, 실체 없는 합의, 미완의 결정을 낳을 것

이다.

한편 인류학자와 민속학자들은 이제 외부인으로 머물던 시간을 뒤로 하고 무형

유산 분야의 실질 운영 관련 영역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세계 규모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아이디어와 전략의 흐름에 관

해 이해의 깊이를 더해야 할 필요성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기 때문이다. 

‘참석자 의사결정’에 관한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볼 때 첫 번째 과제는 지금의 새

로운 세계에서 갈수록 비계층화되는―또는 계층으로 변형되는― 학문·정치 영향

에서 타자 중심과 담론 성격인 인류학의 성향을 이해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여

기서 중요한 질문은 우리 인류학자들이 생산하는 지식을 지금의 변화하는 세계에 

어떻게 안착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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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무형유산보호협약의 성공

무형유산보호협약이 채택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다. 2003년 유네스코 총회

에서 채택된 협약은 많은 국가가 무형유산 보호에 호응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

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 협약은 채택 후 3년 만인 2006

년에 루마니아가 협약을 비준, 서른 번째 협약 당사국이 됨으로써 발효되었다. 협

약 발효 후 2008년까지는 협약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이 이루어졌다. 정부간위원

회가 조직되고, 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 지침이 마련되었다.

2009년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제4차 정부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대표목록 및 

긴급보호목록에 등재될 유산이 발표되었다. 당시 기준으로 이미 협약 당사국 수

가 116개국에 달했으며, 2013년에는 153개국을 넘어섰다. 유네스코 사상 이 협약

만큼 회원국들이 발 빠르게 참여하고 적극 참여해 비준한 협약은 일찍이 없었다.

이러한 성과는 당사국들의 협약 이행 과정 및 속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각

국은 대표목록에 자국의 유산을 등재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지금까지 등

재된 유산은 약 300종목에 이른다. 현재 88개 당사국이 대표목록 257종목, 긴급

보호목록 31종목, 보호모범사례 10건을 등재했다.

이 협약은 또한 당사국 문화유산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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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은 왜 보호되어야 하는가?

이삼열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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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고정된 형태를 취할 수 없다. 또한 모습과 내용이 항시 변하기 때문에 진화

하는 특성이 있으며, 사회·역사의 맥락에 따라 변모한다.

젊은 세대들은 전통문화의 가치를 고마워하거나 소중하다는 등 긍정의 시각으

로 수용하지 않는다. 때로는 전통과 관습을 혁신과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취

급한다. 이러한 부정 인식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협약 비준을 망설이고 

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무형유산 각 종목이 보유하고 있

는 진정한 가치와 혜택은 무엇이며, 이러한 무형유산을 보호해야 하는 까닭은 무

엇인가?”

이 질문에 맞는 대답을 안다면 보호 및 증진 활동의 이유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

할 수 있을 것이다.

무형유산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

전통문화의 가치를 평가하고 문화유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가늠하고자 할 

때 우리는 곧 전통문화 본질의 특성은 무엇인지, 어떤 문화유산이 매우 복잡한 

다원 문화를 구성하는 주요소인지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1982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세계문화정책회의(몬디아컬트)에서는 넓은 의미

의 문화 개념을 이렇게 정의했다. “문화란 사회와 사회집단을 특징짓는 고유한 정

신·물질·지식·정서 특성의 총체이자 문예뿐만 아니라 삶의 양식, 인간의 기본권, 

가치관, 전통, 종교도 포함한다.”

문화는 복잡다단하고 긴밀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개별 문화유산을 분석해 가치

판단을 내릴 경우 전통문화와 사회 총체의 본질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사

회와 공동체의 무형유산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 접근과 

맥락에 따른 해석이 필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무형유산과 유형유산은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둘을 별개로 파악하여 평가할 수 없다. 

협약은 무형유산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 몇 가지 해답을 제시했으며, 무

형유산의 가시성과 생명력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도 아울러 제시했다.

협약에 언급된 내용이지만 좀 더 심도 있는 논리에 부합하는 담론을 바탕으로 

해석하고, 실천·역사성의 사례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는 세 가지 사항을 강조하

고자 한다. 

많은 국가가 협약을 바탕으로 법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문화유산 관련법을 개정

했다. 이는 전통으로 보전 및 전승되어 온 관습, 표상, 표현, 지식, 기술 일체를 

무형유산의 범주에 포함시켜 그 개념을 확장시키면서 협약 이행 및 유산 보호의 

책임이 있는 당사국들이 이 협약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요구 사항을 수용하기 위

해 관련법과 조직을 정비해야 했다.

대부분의 경우 노래, 춤, 악기, 수공예 기술 보유자를 지원하는 법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었지만 예술작품이나 행위 또는 축제 보호법은 거의 전무했다. 특히 

구전 전통과 표현물, 전통 지식과 기술 및 사회 관습들을 포괄해서 보호하는 법과 

제도를 갖춘 국가는 소수에 불과했다. 따라서 모든 협약 당사국은 협약에 규정된 

목록작성, 기록화, 증진, 전승 활동을 통한 유산 보호라는 새로운 틀과 체계에 따

라 자국의 관련 법제를 개정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무형유산보호협약은 문화유산 분야에서 표준을 만드는 유네스코의 역

할을 충족했을 뿐만 아니라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국제법 관련 도구 

마련도 성공시켰다. 

무형유산이라는 용어는 마치 복음이 전파되듯 기쁜 소식으로 대중매체와 일상

대화 속에서 빠르게 퍼져 나가면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 협

약과 협약에 제시된 보호제도는 전통문화의 중요성 및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협약 당사국들은 대표목록 및 긴급보호목록 등재를 

위해 국가목록을 마련하고 협약과 운영지침에 따라 다섯 개 영역으로 나눠 현존

하거나 사라져 가는 유산 종목을 대상으로 목록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2009년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 당사국을 대상

으로 무형유산 보호 현황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국가들이 최근에 들

어서야 목록작성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록에 기록된 유산은 보통 공예품

이나 공연예술로 한정되어 있었다. 구전 전통, 사회 관습, 전통 지식과 기술은 배

제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목록화 단계에서는 “영역을 불문하고 기존의 모든 무형유산 종목을 목

록에 포함해야 하는가?”, “중요도와 가치가 높은 종목만 보호하고 증진에 힘써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주요 무형유산을 대상으로 목록을 작성하

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보호나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

는 유산 종목은 어떤 것인가?”, “해당 종목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부 국가에서는 무형유산을 가리켜 비물질 유산, 정신 유산, 지적 유산 등으로 

부른다. 한국에서는 형태를 규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무형유산’이라고 한다. 일본 

역시 같은 표현을 쓴다. 이처럼 무형유산은 가시의 실체를 지닌 존재가 아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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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발전위원회가 1995년에 발간한 보고서 제목이다. 이 보고서는 발전과 관

련 지어 문화를 분석하기 위한 주요 항목을 제시하면서 다문화 사회가 융합하

여 발전할 수 있도록 창의성을 촉진하는 새로운 방식도 제시했다. 그러나 무형

유산이 창의력 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을 구체화해서 제시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연구 기반이 필요하며, 여러 나라의 역사 경험으로부터 본받을 만한 모범 사례

를 찾아내어야 한다.

3.   협약은 어떤 종류의 무형유산에 목적과 관심이 있는지 밝히고 있다. 협약 제2

조는 ‘이 협약의 목적상 공동체·집단·개인들 간의 상호 존중과 지속 가능한 발

전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현존하는 국제인권규약에 부합하는 무형유산만이 고

려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말은 협약이 모든 유형의 무형유산 종목

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인권, 평화 공존, 지속 가능한 발전 원칙과 양립 

가능한 무형유산의 요소 보호에 주로 관심을 기울인다는 뜻이다. 협약 제2조

의 문구는 협약의 주목적이 이러한 가치와 목표에 부합하는 무형유산의 가시

성과 생명력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음을 보여 준다. 인권, 평화, 지속 가

능한 발전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포괄 

개념은 인권과 평화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인권과 평화의 보

장 없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근간이 되는 세 개의 축인 사회통합, 경제성장, 

환경보호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무형유산의 보호가 지속 가능

한 발전에 어느 정도로 기여할 수 있느냐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경험 및 사례

가 현재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통 문화, 지식, 기술, 관습, 가치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무형유산 속에 스며 있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전통사

회의 가치관은 토지 황폐화, 물 부족, 숲·강·바다 등 환경 보호 및 관리와 관련

된 심각한 문제 해결에 기여해 왔다. 또한 토착지식과 전통관습은 생태계 위

기,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등 현재의 중요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통찰력을 제

공하기도 한다. 우리 센터에서는 바누아투문화센터(Vanuatu Cultural Centre)가 

수행한 현장조사 보고서를 출간했다. 바누아투에서 진행된 현장연구 프로젝트

는 약 30년 전에 시작되었으며, 문화유산 관리에 공동체 참여를 본격화한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자원한 현장 요원들을 지역 공동체로 파견하여 전통문화유

산의 전승과 보호에 중요한 의식, 관습, 토착지식을 기록하도록 했다.

다음은 필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바누아투 현장조사 보고서의 발췌 내용이다. 

전통지식의 현 시대 사용과 현대사회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실제 사례로 대중에

1.   협약은 공동체와 집단에 정체성과 연속성을 부여하는 것이 무형유산의 정신이

자 기능이라고 명시한다. 어느 누구도 언어, 음식, 사회관습, 종교 등 무형유산

으로 국가, 공동체, 민족의 정체성이 확보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식민 통치를 받은 국가들은 전통 문화유산이 억압되거나 말살되어 국가 정체

성을 잃고 식민지배 세력의 새로운 문화를 강제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오랜 

세월 식민 지배를 받은 일부 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들은 전통 언어, 음식, 관

습을 완전히 잃었다. 외세 통치 기간이 아무리 짧더라도 전통 유산이 손상을 

입고 왜곡되었다. 그러나 제국주의 열강으로부터 독립과 해방을 쟁취한 후 국

가 정체성 강화 수단으로 잃었거나 손상된 전통문화를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옛 소련의 지배 아래 있던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국가

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세계화의 바람이 날로 거세지는 오늘날에는 선진국과 개

발도상국 모두 기술자와 노동자의 대규모 이동으로 다문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 모국을 떠나 실향민으로 외국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들은 국적을 바꾸기

는 하지만 문화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한다. 문화는 그들의 존재를 구성하는 본

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형유산의 보호는 개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항상 국

가, 공동체, 민족 정체성 및 연속성 확보에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2.   협약은 무형유산의 또 다른 효과인 인간의 창의성 증진에 관해 언급한다. 무

형유산은 문화의 다양성 및 인간의 창의성을 추구하는 공동체와 개인에 의해 

유지되거나 항시 재창출된다. 따라서 무형유산은 인간의 창의성 발달 원천이 

된다. 1970년대 발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개도국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내생 

발전’ 개념을 도입했다. 내생 발전 모델은 외생 발전 모델보다 더 효과가 있고 

지속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도국 내부의 문화 요인이 외부 원조나 

외국에서 도입한 기술보다 발전에 더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국가들은 인간 발달에서 질 수준 향상에 성공을 거두었다. 

그들의 문화가 창의성 발달에 필요한 자원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오래 전부터 한국의 문자 체계인 한글이 정보기술 발전, 컴

퓨터 및 스마트폰 보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했다. 문화와 

발전의 상관관계는 ‘세계문화발전 10년(1988~1997)’ 기간에 유네스코가 주최

한 세계문화발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Culture and Development)의 집중 

토론에서 이미 강조했다. 세계문화발전 10년 실행계획은 개발 과정에서 문화

를 폭넓게 고려하도록 장려하고 경제, 사회, 과학, 기술 발전과 연관된 창의 태

도와 활동을 독려했다. ‘우리의 창의적 다양성(Our Creative Diversity)’은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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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거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무형유산 종목 신청에 망

설이고 있다. 긴급보호목록에 등재될 경우 국가의 위신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잘

못된 통념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대표목록 등재 활동은 활발하게 수행하면서 

사라지거나 훼손될 위기에 처한 무형유산을 보호하는 긴급한 임무를 등한시하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긴급한 보호’라는 용어가 낮은 위상과 소외감을 야기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

이라면 목록명을 ‘우선순위 보호목록(Priority Safeguarding List)’으로 바꾸면서라도 

위험에 처한 중요한 무형유산 보호라는 협약의 주된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행정상 의사 결정에 앞서 공동체의 전통 보유자들은 물론 우

선순위 과제와 우선 보호해야 할 유산 종목을 결정하는 전문가의 의견과 목소리

를 존중하고 반영해야 한다. 한 나라의 정체성, 창의성,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천

이 되는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분야와 종목의 무형유산 보호에 에너지

와 노력을 투입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별 정책과 전략의 몫이다. 

유네스코로부터 정보와 네트워킹이라는 특화된 임무를 부여받은 유네스코아태

무형유산센터는 2009년부터 아태지역 무형유산 국가별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

으며, 지금까지 다섯 개 소지역 24개국으로부터 현황조사 보고서를 받았다.

일반 보호체계, 정책, 다양한 유형의 목록 이외에도 현황 보고서는 무형유산 관

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기관 및 공동체의 참여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보고

서를 제출한 국가 가운데에는 아직 2003년 협약을 정식으로 비준하지 않은 국가

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들 현황 보고서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겠지만 국가와 공동체의 지

속 가능성과 창의력 발전을 위해 각국의 현안과 긴급한 보호 업무가 무엇인지 읽

어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피지, 파푸아뉴기니, 쿡 제도, 통가, 팔라우, 바누아투 등 태평양 도

서국들에서는 항해, 항해술, 건설, 돗자리 짜기 등의 전통 지식이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문화유산이다. 이러한 지식이 지속 연행될 수 있도록 전승 활동을 지

원해야 한다. 특히 별들의 위치나 기상, 해상 조건과 관련된 지식을 이용하는 전

통 항해술이 영원히 사라지게 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보유자와 관

련 지식재산권이 보호를 받아야 하고, 보유자의 지식과 기술이 후대에 전승되어

야 한다.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등 중앙아시아 국

가들은 역사 배경과 지리 환경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 시기는 각각 다르지만 

모두 옛 소련 소속 공산주의 국가였다. 이들 국가는 유목 생활을 중심으로 한 전

게 널리 알려야 한다. 예를 들어 어류와 갑각류의 산란 이동로, 은신처, 월주기와 

같은 전통지식은 자원 관리에 매우 중요하다. 환경, 자원관리, 개발 분야 종사자

들은 전통지식이 현대사회에서 지니는 가치와 그 적용 가능성을 이해하고 서구의 

과학 지식이 태평양의 전통 지식보다 우월하다는 잘못된 관념에서 하루빨리 벗어

나야 한다.

침술·지압·약초학 및 몇 가지 과일과 손을 사용한 치유법 등 전통의학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행되고 있으며, 점점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추세다. 모잠비크

에서는 모기에 물리면 양파를 바르는 민간요법이 있다. 카메룬에서는 복통이 일

어날 경우 비터콜라(bitter kola)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 스스로 치료한다. 이처럼 

병을 고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전통 민간요법은 수백 가지에 이른다.

이와 관련하여 협약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무형문화유산은 그 존재 자체만

으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협약 채택 결의문). ‘협약 

이행 운영지침’은 지속 가능한 발전 수단으로서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 인식 제고

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협약 이행의 우선 과제

무형유산의 보호는 단기간에 끝낼 수 없는, 장기간 지속해야 하는 엄청난 규모

의 과업이다.

협약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무형유산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여 공동체·집단·개

인이 문화유산의 일부로 인지하는 관습, 표상, 표현, 지식, 기술을 모두 포괄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형유산을 보호한다고 할 때 그 많은 유산 가운데 어떤 분

야의 어느 종목을 우선 보호해야 하느냐는 어렵고 복잡한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협약은 당사국으로 하여금 다섯 개의 범주 내에서 무형유산을 지정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그 밖에 기록화, 보호, 증진, 전승, 재활성화 등 무형유산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형유산을 유효하게 보호하고 대중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협약은 목록 체계

를 만들고 각 당사국이 대표목록, 긴급보호목록, 모범보호사례에 등재 신청할 것

을 독려하고 있다. 이 제도는 무형유산의 가시성과 활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협약에 의해 마련된 세 개의 목록 가운데 대표목록에 유산을 등재하

려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긴급보호목록에 유산을 등재한 국가는 극소수에 불

과하다. 현재 두 목록 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태다. 

협약은 긴급보호목록 등재 유산에 대한 원조 조치를 명시하고 있으나 많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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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문화를 공유하고 있어서 문화 유사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현재 이들 국가는 

사라질 위기에 처한 서사 음악과 구전 전통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

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앙아시아 소지역 회의가 개최되었다. 여러 차례 개

최된 회의는 공통 요인과, 문제점, 장점 등을 공유하는 등 지역 대표들이 무형유

산을 보호하기 위해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배울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

었다.

30~50개의 토착 민족이 살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경우 소수민족 공동체의 정체

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무형유산의 보호라는 공통 과제를 긴급히 수행해야 

한다.

10년간의 협약 이행 결과 무형유산 보호 의지와 인식이 놀랄 만큼 향상되었으

며, 국가 및 공동체 참여와 국제 협력 기반이 확고하게 다져졌다. 그러나 무형유

산의 보호와 활성화에서 진정한 의미의 실제 성과를 거두려면 당사국들이 우선순

위 과제를 구체화한 국가 전략과 정책을 마련하고 협약 이행 의지를 끝까지 관철

시켜야 한다. 

이번 ‘2003년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10주년 기념회의’를 통해 앞으로 함

께 실천해야 할 공동의 과제를 살펴보고, 향후 10년 동안에 이러한 비전과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과 강한 연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제3장 

유네스코 무형유산 목록의 결과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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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정부간전문가회의(Intergovernmental Meeting of Experts)는 2003년 협약을 제

정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협약에 등재제도(listing system)를 도입할지 등록제도

(registration system)를 도입할지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2003년 10월 마침내 

등재제도를 담은 무형유산보호협약이 채택되었다. 등재제도를 반대한 일부 전문

가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등재제도를 비판하고 있다. 

협약은 현재 155개의 당사국을 두고 있다. 대표목록과 긴급보호목록으로는 

288종목, 무형유산 보호 모범사례로는 10건이 등재되어 있다. 무형유산의 목록 

등재는 연행자 공동체는 물론 일반 대중에게 전례 없는 무형유산 열의를 불러일

으켰다.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1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6월 개최된 청두 국제회의

(Chengdu International Conference)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등재제도에 관해 논

의하는 한편 목록의 등재 절차와 함께 대중의 인정이 등재된 무형유산 종목, 연행

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제를 확인했다. 협약 스스로 성공의 희생양이 되지 않

도록 이 발표문은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할 수 있는 몇몇 방안을 

제안한다.

유네스코 무형유산 목록의

결과는 무엇인가?

아이카와 노리코

일본 문화청 무형유산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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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했다. 남미 출신 토론자는 연행자 공동체가 무형유산 등재에 얼마나 열의를 

보였는지 서술했다. 해당 공동체 구성원들은 세미나 및 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

한 형태의 보호 방안을 전례 없는 자세로 적극 주도했으며, 보호 활동의 정부 지

원을 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무형유산 종목이 등재되는 공동체와 무형유산 

종목이 등재되지 않은 공동체 사이의 경쟁은 없었다고 언급했다.

아프리카 토론자는 ‘공동체(community)’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

했다. 아프리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연행자 공동체가 있으며, 정부와 연행자 공

동체 사이에 적절한 채널이 지정되어 사용되지 않는 한 이들 사이의 메시지 전달

은 복잡한 일이다. 등재가 정부는 물론 연행자 공동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유럽 토론자 역시 등재제도가 무형유산 인식 제고에 효과

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특히 인식 제고 노력이 미디어 캠페인과 결합된 경우 

효과는 더욱 두드러졌다. 그는 또한 신청 과정을 통해 연행자 공동체, 전문가, 행

정 관리자들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모든 종류의 목록작성(listing-making) 그 자체가 본래 선발을 의미하기 때문에 선

정된 무형유산 종목과 선정되지 않은 종목 간에 격차를 유발한다는 점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 후 논의는 ‘인기 순위’, ‘꼬리표 붙이기’(프랑스 토론자), ‘유산화’, ‘화석화’, 

‘민간 승화’, ‘고착화’, ‘동결’, ‘목록의 부적절한 사용’ 등으로 언급되는 등재제도의 

문제점으로 이어졌다. 연행자 공동체가 대규모 집단이라면 해당 무형유산 종목은 

‘화석화’ 등 등재 효과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해당 공동체가 소규모라면 더욱 손상

에 취약할 것이라고 언급한 토론자도 있었다. 일부 단체나 개인이 그릇된 목적을 

위해 등재를 악용하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다른 토론자는 등재가 보호 활동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인식되어야 하며, 협약 

자체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선정된 무

형유산 종목과 선정되지 않은 무형유산 종목 사이의 경쟁은 불가피하다고 역설

했다. 또 다른 토론자는 종목 심사와 대표목록 등재 과정이 ‘정치화’되는 것에 유

감을 표명했지만 한편으로 위원회가 정부간 모임이라는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어

느 정도의 정치화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세 번째 원탁회의에서는 신청·심사·등재 과정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오늘날 

대표목록은 긴급보호목록과 비교해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대표목록에 257개가 

등재되어 있는 반면에 정부 전문가들이 협약의 협상 과정에서 긴급보호목록이 제

공한 우선권에도 이 목록에 등재된 종목은 31개에 불과하다. 당사국들이 대표목

록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이유는 대표목록이 보장하는 뛰어난 무

서론

무형유산보호협약의 도구로 등재제도를 사용하느냐 비등재(non-listing)제도를 

사용하느냐는 문제는 제정 과정 내내 논란이 되었다. 대부분의 아시아 및 아프리

카 국가들이 등재제도에 찬성한 반면에 유럽과 일부 남미 국가, 카리브해 국가들

은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003년 10월 마침내 등재제도를 담은 협약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등재제도에 반대한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비판 입장을 견지

하고 있다.  

협약의 채택 이후 무형유산 등재제도가 시행된 지 거의 5년이 지났다. 현재 인

류무형유산 대표목록(이하 대표목록)에 총 257개 종목,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

는 무형유산 목록(이하 긴급보호목록)에 총 31개 종목, 무형유산 보호 모범사례

(이하 모범사례)에 총 10건이 각각 등재되어 있다. 무형유산의 목록 등재는 연행

자 공동체는 물론 일반 대중에게 전례 없는 무형유산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계기

가 되었다. 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는 신청, 심사, 등재 메커니

즘의 모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6월에 열린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10주년 기념 청두 국제회의는 무

엇보다 현재 시행 중인 등재제도를 평가하고, 등재제도의 시행 절차에 관한 문제 

및 대중의 인정이 등재된 무형유산와 연행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제를 확

인하는 시간이었다. 

이번 발표를 통해 등재제도의 장·단점에 관한 개인 견해와 함께 신청, 심사, 등

재 절차, 등재 영향, 대안으로 등재제도가 빠진 협약이라는 가상 시나리오 등 청

두회의에서 다룬 토의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발표의 결론 부분에서는 21개 

당사국이 협약에 따라 제출한 두 가지 정기 보고서와 2013년 9월 제192회 유네스

코 집행이사회(UNESCO Executive Board) 섹션에 제출한 2003년 협약 이행에 관

한 내부감독실(Internal Oversight Service) 심사 보고서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유네

스코 등재제도가 전 세계 무형유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향후 평가를 돕기 위해 

몇몇 방안을 자세하게 제시한다.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청두 국제회의:  2013년 6월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10

주년 기념 

내가 좌장을 맡은 청두 국제회의 두 번째 원탁회의에서는 인벤토리와 등재제도

를 주제로 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자들은 먼저 국제등재제도의 장점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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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반전은 토론자들로 하여금 심사보조기구의 적합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도

록 만들었다. 실제로 해당 문제는 발리에서 열린 2011 정부간위원회 회의에서도 

다루었으며, 위원회는 모든 등재신청의 심사를 심사기구(consultative body)1) 로 통

합하기 위해 심사보조기구의 폐지를 제안했다. 그러나 2012년 당사국 총회(States 

Parties General Assembly)2)에서 해당 권고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등재 신청서의 품

질을 향상시켜 더 많은 등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무국이 신청서 작성 과정에

서 당사국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 토론자는 당사국 및 연간 기준으로 한 등재신청수의 제한 및 연간 총 60회 제

한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수적 제한은 무형유산에 대한 공동체의 늘어나는 

열의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당사국이 긴급보호목록보다 대표목

록의 등재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등재신청수의 제한은 

대표목록 등재신청의 선호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두 목록 등재수의 

격차를 넓힌다. 그러나 등재신청수의 제한은 지리 상의 불균형 문제를 일부분 해

소하고 등재된 종목의 건수에 대한 당사국 사이의 경쟁을 막는 역할을 한다.

회의에서는 국제 및 국가 차원에서 대표목록 257개 종목과 긴급보호목록 31개 

종목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다. 협약 자체가 이제 10주년을 맞이했

지만 등재 절차가 시행된 지 불과 4~5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토론자들은 등재의 영향 평가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이 점과 관련하여 토론

자들은 추가 연구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그러나 한 토론자는 긴급보호목록이 실체가 있고 실현 가능한 보호 활동을 실

행하는 출발점이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토론자들은 등재가 보장되지 않은 긴급

보호목록 등재 신청을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복잡한 준비 과정은 가치가 있

는지, 해당 당사국이 동일한 비용과 인력 자원을 자진해서 투입하여 보호 활동에 

착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는 반대로 아프리카 토론자는 아프리카에서 정부와 연행자 공동체 사이의 

의사소통이 언제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 결과 긴급보호목록의 등재신

청 준비가 해당 무형유산 보호에 필요한 정부의 관심을 끌어내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긴급보호목록의 등재는 식민 기간에 ‘낡아 빠진 문

화 전통’을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온 연행자 공동체의 인식을 제고할 수도 

있다. 아프리카 토론자는 또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할 

1)　결정 6.COM 15

2)　결의 4.GA. 5

형유산 가시성이 등재된 항목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잘못 이해한 당사국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협약 제16조는 무형유산 전체의 가시성과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을 포괄해서 언급한다.

이러한 오해는 당사국이 협약에 따라 제출한 등재신청서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

러난다. 등재가 무형유산 전체의 가시성과 중요성 인식을 보장하는데 어떻게 기

여할 것인지를 신청 당사국이 기술해야 하는 양식 ICH-02 섹션 2에서 무형유산 

전체가 아닌 등재 신청한 종목의 가시성만을 언급한 등재신청서가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다.

대표목록이 인기 있는 다른 이유는 협약의 협상 기간에 등재제도를 반대한 전

문가 집단이 선정의 부정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 대표목록 등재에 신청한 종목의 

간단한 심사와 더불어 신청 및 등재 건수를 제한하지 말 것을 줄곧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2009년 두바이에서 열린 제3차 정부간위원회 회의는 눈에 띄는 결과를 보여 주

었다. 두바이 회의에서 심사보조기구(Subsidiary Body)는 대표목록에 등재 신청한 

111개 종목을 심사하고, 정부간위원회는 76개 종목의 대표목록 등재를 결정한 반

면에 긴급보호목록에 등재된 종목은 15개에 불과했다. 따라서 회의를 통해 당사

국들은 무형유산이 긴급보호목록보다 대표목록에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을 확인했을 것이다.

대표목록 인기에 관한 세 번째 이유는 당사국들이 긴급보호목록의 등재 신청이 

해당 무형유산 보호에서 정부의 역량 부재를 드러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거나 

2003년 협약의 긴급보호목록 및 1972년 협약에서 해당 당사국의 ‘망신’으로 여겨

진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Endangered List)을 혼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긴급

보호목록 등재에 소요되는 많은 비용이 당사국의 등재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주

장도 있다. 이는 긴급보호목록이 대표목록에 비해 심도 있는 연구 활동과 향후 보

호 조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긴급보호목록이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하

는 자극제 역할을 한다는 점 이외의 장점은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토론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질문

을 던졌고, 모든 측면의 협약 이행과 관련된 역량강화 활동이 공동체·지역·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합의했다.

토론자들은 대표목록 등재심사 및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최근에 

열린 정부간위원회 회의의 정치화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 2012년 

파리 정부간위원회에서 심사보조기구가 추천한 등재신청의 50% 이상이 추후 등

재되었다. 위원회 대표 6명으로 구성된 평가 기구인 심사보조기구 결정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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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10에서 등재의 긍정 및 부정 영향 모두를 요구하는 질문을 명확하게 제기하

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의 IOS 심사 보고서는 대표목록이 해당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했지만 관

련 중요성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점을 인정한다.6) IOS 보고서는 긴급보호목록, 모

범사례, 국제 지원 등 기타 메커니즘이 폭넓게 활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다. 

보호 활동에서는 공동체 참여, NGO의 기여, 무형유산과 지속 가능한 발전 연계, 

젠더와 무형유산, 지식관리, 협약 내 협력, 목표·지표·벤치마크로 이루어진 결과 

체계, 결과지향성 모니터링 시스템 분야에서의 개선 등을 제안했다. 해당 심사 보

고서는 이행 메커니즘의 합리화와 탈정치화를 위한 실체 방안으로 모범 사례와 

심사보조기구의 억제를 제안했다.

청두 국제회의는 무형유산 종목의 목록 등재 영향을 논의하기에는 아직 시기

상조라는 결론을 내릴 만큼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등재 효과에 대한 향

후 영향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일부 선행 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 그 가운데 하나

로 대표목록의 등재신청양식(ICH-02)을 수정하여 당사국으로 하여금 향후 보호 

조치로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실제로 현행 양식 ICH-02-

3b(i)에 따라 당사국은 ‘특히 등재에 따른 예기치 않은 결과 및 초래된 가시성과 

대중의 관심에 관해 향후 종목의 생명력을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국과 심

사보조기구 모두 ‘등재에 따른 예기치 않은 결과’라는 질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

는다. 심사위원은 해당 질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기보고서 양식(ICH-10)에서 대표목록에 등재된 항목의 상태에 

관한 섹션 C를 수정하여 당사국으로 하여금 모니터링 메커니즘이 어떤 기능을 수

행하고 해당 모니터링을 통해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새로

운 질문 박스를 추가할 수 있다. 당사국은 등재가 해당 종목은 물론 연행자 또는 

연행자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더욱 명확하게 기술할 수 있다.

6)　  문화 분야의 유네스코 기준 설정 작업에 대한 심사(Evaluation of UNESCO’s Standard-Setting Work in the Culture 
Sector), 2003 무형유산보호협약 제1장, 2013년 9월, p68 

수 있는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럽 토론자는 일부 유럽 국가들이 결코 무형유산의 목록 등재를 신청하지 않

고 있다면서 이는 해당 정부가 등재절차 등 국제간 보호 조치를 언급하는 협약 제

4장보다 국가 차원의 보호 조치를 언급하는 협약 제3장에 특혜를 주기 때문이라

고 밝혔다. 그러나 그 국가의 연행자 공동체가 무형유산 종목을 대표목록에 등재

하도록 정부를 강력하게 압박했다면서 해당 정부가 제때에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토론자들은 사무국이 국제목록의 사용 없는 협약을 마련했다는 대안 성

격의 가정시나리오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협약 채택은 국제목록 없이도 가능

했을까, 이러한 협약이 국제 사회의 폭넓은 지지에 영향을 미쳤을까?

대안 시나리오를 찬성하는 유럽 토론자들은 사무국이 협약의 기준 틀 밖에서 

실시한 국제 역량 강화 전략의 대성공이 등재 메커니즘 없이도 보호 조치가 실제

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상 시나리오에 지지 의사

를 밝힌 한 방청객은 등재제도 대신 지속 가능한 발전 및 평화 구축를 위한 무형

유산 기여와 관련된 역량 강화 활동 등 가상 시나리오에 나열된 활동을 강화해야 

하며, 국제 공조와 모범 사례가 협약의 핵심 제도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

했다.

기존의 등재제도를 피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국제 사회는 이제 특히 연행자 공

동체와 이들이 주도하는 무형유산 보호라는 이익을 위해 현 등재제도로 인한 불

편을 막는 방향으로 등재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끝으로 회의는 마무리되

었다.

결론

중국과 일본 등 5개 당사국은 2011년 정기보고서를 제출했고3), 몽골·한국·베

트남 등 16개 당사국은 2012년 정기보고서를 제출했다4). 당사국 대다수는 등재

가 해당 무형유산 종목의 가시성에 미친 뚜렷한 영향과 등재로 야기된 기타 장점

에 관해 보고서5)에 기술했다. 그러나 이들 보고서는 등재가 해당 종목 및 관련 연

행자 또는 연행자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기보다 연구, 출판, 회의, 축제, 교

육활동 등 등재 이후 착수한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했다. 이는 보고서 양식 

3)　ITH/11/6.COM/COF.206/6 Rev

4)　ITH/12/7.COM/6

5)　섹션 C: 정기보고서 양식(ICH-10)의 ‘대표목록 등재 종목의 현황’



제4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형유산

보호 과제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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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2003년 협약 이행을 위한 몽골의 활동과 경험

모든 국가와 민족 집단의 무형유산은 지역, 환경, 경제생활 방식, 언어와 다양

하고 고유한 문화역사 여건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각국의 무형유산은 각각의 

고유성을 상징하는 동시에 세계 문화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차지한다.

몽골 국민과 몽골계 민족 집단은 전 세계 인구의 불가분한 일부분이다. 동서로 

알타이 산맥에서 다싱안링 산맥, 남북으로 바이칼 호수에서 중국의 만리장성 사

이에 펼쳐진 광활한 땅은 몽골인과 그들의 조상들이 유목생활을 하며 살아 온 터

전이다. 다뉴브 강에서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진 거대

한 유라시아 초원의 일부에 속하는 이 지역에 목축을 바탕으로 한 유목문화와 농

경에 기반을 둔 정주문명이 공존해 왔다.

몽골인들은 광활한 중앙아시아에서 가축을 키우며 고유한 경제생활 방식과 생

산 활동을 발전시키면서 지금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유목문화와 문명을 이룩했다. 

몽골인 삶의 터전인 이러한 자연 배경과 독특한 문화 공간이 몽골 무형유산과 민

족 고유성을 규정한다.

몽골 정부는 고유한 문화유산 보전을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 왔다. 민족의 정체

성을 보호하고 고양시키자는 열의를 국민들 사이에 고취시켰다. 이 열기는 아직

몽골의 2003년 협약 이행 및 

무형유산 보호 과제

우르트나산 노로브

몽골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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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협약 이행에 따른 국제·지역 협력 활동 

몽골은 국제 협력으로 무형유산 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개발도상국 가운데 하나다.

몽골은 1997년 이래 유네스코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 몽골 전문가

들은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서 적극 활동했다. 

1998년에는 유네스코 후원과 일본신탁기금(JTF)의 재정을 지원받아 국제 심포지

엄·축제 ‘중앙아시아 서사음악(Central Asia Epic)’을 개최했다. 당시 유네스코 고문 

아이카와 노리코(Noriko Aikawa)가 기꺼이 동참하고 몽골문화계 주요 인사와 예

술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NGO 형태의 국립무형문화유산센터(National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설립, 무형유산 전승자와 연행자 등록, 오디오 녹음, 

시청각 기록, 각종 문서 작업을 위한 중요한 활동에 착수했다.

지난 몇 년에 걸쳐 한국 문화재청과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유네스코 산하 

C2 기구)의 도움으로 몽골은 관련법의 근거를 마련하고 무형유산 인벤토리 기금 

설립, 유네스코 인간문화재제도(Living human treasure system) 도입 등 일련의 중

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유네스코 인가 NGO인 몽골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과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

터는 2007년 이후 한국-몽골 공동프로젝트인 ‘유네스코 인간문화재제도의 몽골 

도입’을 실시했다. 이 프로젝트는 ‘몽골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체계 수립’이라는 양

국 공동 협력프로젝트 형태로 계속 실시되고 있다. 

공동 프로젝트의 결과 및 성과

•    2008년과 2009년 무형유산 및 무형유산 보호에 관한 양국의 주요 이슈·현

안에 관한 심포지엄, 워크숍을 울란바토르와 서울에서 각각 개최했다.

•    2008년과 2009년 양국 전문가들의 현장 답사 및 연구 탐사가 몽골과 서울

에서 각각 이루어졌다.

•    무형유산 보호에 유리한 법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방안을 마련했다. 문화

유산 관련법을 정비하고 ‘무형유산의 지정과 등록 규정’ 및 ‘무형유산과 전승

자 지정 국가위원회 규정’ 등 지원 문서를 마련했으며, 2009년 해당 결과물

의 몽골 문화부 장관 승인을 받았다.

•  무형유산 국가목록을 수립하고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    세계문화유산 목록의 등재를 위한 무형유산 등재신청서 준비 작업에 몽골 

전문가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졌다.

도 계속되고 있다. 몽골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수

많은 프로젝트가 실시되었다.

몽골 의회는 무형유산의 사회 기능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 

역량을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몽골 문화정책(Mongolian State Cultural 

Policy)’, ‘새천년 개발 목표에 기초한 몽골종합개발전략(Millennium development 

Goals-based Comprehensiv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of Mongolia)’, ‘문화재

보호법(Law for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을 수립했다. 무형유산 보호 활동에 

전승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노력도 더 많이 기울였다.

몽골 대통령은 전통악기인 모린 쿠르(Morin Khuur, 말머리 현악기)의 연주, 전

통 장가인 후미(khumei, 목 노래), 전통 무용인 비옐게(biyelggee) 등 몽골의 뛰어

난 무형유산 종목의 존중과 보호를 위한 법령을 발표했다.

국가 차원에서는 2003년 협약 이행의 틀 안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국가등록-정

보(인벤토리 작성) 시스템’의 수립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몽골 교육문화과학부 

산하 문화유산센터는 몽골 정부 기관과 행정 인프라를 기반으로 ‘무형유산을 위

한 통합 등록-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몽골 인벤토리는 유네스코 2003년 

협약에서 지정한 무형유산 영역과 동일한 분류 체계를 따른다. 2010년에는 몽골 

전체 행정 단위의 85%를 대상으로 ‘무형유산과 전승자의 기본 등재 사업(Primary 

Registration Work of ICH and its Bearers)’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총 88개 무형유

산 종목과 전승자 5701명이 지정되었다. 무형유산 등록부 마련은 무형유산 보호 

및 전승을 위한 장단기 목표 설정과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수립에 귀중한 자산이 

된다.

몽골은 유네스코 협약 비준 이후 무형유산 9개 종목을 등재했다. 등재된 무형

유산 종목 보호를 위해 몽골 정부는 국가 중장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의 시행을 기준 틀로 삼아 행정 단위인 아이막(aimag, 도)과 솜(sum, 군)

은 하위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관련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몽골 문화부, NGO, 지역사회기반 조직, 민족 집단, 연행자들이 주

축이 되어 전통문화축제를 비롯해 전승대회 및 전통공연예술과 공예에 관한 전시

회를 정기 개최한다. 현재 몽골에는 무형유산과 전승자의 보호와 장려를 위한 활

동을 왕성하게 펼치는 30여 개의 NGO가 있다. 이들은 그 밖에도 몽골의 각 도와 

도시에서 전통 문화와 예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으며, 진전

도 상당히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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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된다. 현재 새로운 무형유산 정보기술(IT)을 활용한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새

로운 IT 기술을 활용한 무형유산의 보호, 복원 및 보전, 보급 및 전승이 국제·지

역·국가 차원에서 정보 공유와 협력 강화 및 문화의 다양성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몽골과 중국 양국 정부는 공동으로 유네스코 대표목록에 등재한 다국

적 무형유산인 ‘전통 민요 장가-우르틴두(Urtiin Duu)’와 관련하여 공동 집행위원

회를 수립하고 몽골, 중국, 러시아 연방의 전문가와 학자가 참여한 우르틴두 공동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지역은 몽골계 민족이 거주하는 3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수집된 연구 및 문헌자료는 공유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는 몽골계 

민족의 우르틴두 문집의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몽골의 과제 

몽골은 급격한 세계화와 도시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형유산이 연

행되는 공간 역시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현대 대중문화와 예술 추세는 몽골 깊숙

이 파고들고 있다. 전통 유목문화와 관련한 무형유산이 단시간 내에 사라질 위험

이 실제로 존재한다. 도시화 추세, 도시로의 인구 유입, 세계화, 대중문화, 획일화

된 교육, 무분별한 관광산업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문화유산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과 존경심은 잃어 가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앞에서 언급한 역사 관련 이유로 몽골 전통 무형유산은 실제로 위축되고 

있고, 일부 몽골 지방에서는 거의 소멸 상태에 처해 있다. 이것이 현재 몽골의 주

요 관심사다. 

몽골 무형유산 보호, 보전, 증진을 위한 다음의 조치가 긍정 효과로 작용할 것

으로 기대된다. 

모든 나라의 주요 무형유산 전승자는 모국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몽골어를 보

호하고 장려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몽골인의 신성한 의무다. 부모와 가족은 자녀

에게 뛰어난 모국어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족 단위와 더불어 무형유산의 주요 보호자이자 지지자는 민족 집단과 지역 

사회다. 이들의 역할은 유네스코 협약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무형유산의 전승 체

계가 국가와 민족 집단의 생활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초등 및 일반 교육 단계의 어린이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몽골어, 몽골문화

를 가르치는 국가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일이 시급하다.  

지난 50년 동안 수많은 풍습과 의식의 연행자, 전통의 가축사육법 대가, 장가

(long-song) 연행자, 전통악기 연주자, 전통무용 연행자 및 장인의 수가 급격하게 

•    선정된 몽골의 서부·중앙·동부와 고비 지역의 아이막(aimag)에서 무형유산 

및 전승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많은 무형유산 종목과 새로운 전승

자를 발굴, 등록하고 관련 사항을 기록으로 남겼다.

•    무형유산의 가시성 제고를 위해 유네스코 무형유산 대표목록 종목에 관한 

사진전을 개최했다. 

•    무형유산 전승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을 고취하고 무형유산 보호를 도모

하기 위해 가이드 북 ‘몽골의 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he 

Mongols)’을 제작하여 정책 입안자, 무형유산 전문가, 문화 관련 종사자 및 

교사에게 배포했다. 몽골 기관들과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몽골 무형

문화유산 보호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열린 평가 회의에서 이 프로젝트를 향

후 정보와 네트워킹의 틀 안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보와 네트워킹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안이다. 2010~2011년 2년에 

걸쳐 신규 공동 프로젝트 ‘IT 활용을 통한 몽골 무형유산 보호’를 실시했다. 

이 기간에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몽골과학아카데미의 언어문학연구

소, 몽골 공영방송 MNPR, 몽골 국립기록관리소의 영화사진영상기록물센터

에 보관된 노후되고 훼손된 무형유산 관련 자료의 복원과 디지털화를 위한 

사전 조사를 실시했다.

앞에서 언급한 무형유산과 관련된 노후하거나 훼손된 아날로그 기록물의 복원 

및 디지털화는 무형유산 보호에서 대단히 중요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무형유산 

관련 자료의 국가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온라인 네트워크상에 구축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관련 프로젝트로 전체 713시간 분량의 자료가 700기가바이트에 이르는 디지털 

자료로 보관되었다. 복원과 디지털화를 위해 사용된 파일들은 언어문학연구소의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 보관 중이었다. 

영상 기록물의 디지털화, 분류체계 확립,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앞으로 

연구조사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되고 관심 있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

해질 것이다. 프로젝트 결과물 10장으로 이루어진 CD선집이 배포용으로 제작되

었다. 몽골은 해당 프로젝트의 수행으로 노후한 아날로그 테이프의 복원과 함께 

디지털화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다.  

이 밖의 중요한 결실로 몽골 무형유산 웹사이트가 제작되었으며, 유지관리와 

업데이트가 지속 이루어질 예정이다. 웹사이트는 참고 도구로 역할을 수행하여 

무형유산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한편 무형유산의 보호와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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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3년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은 베트남의 무형유산 보호 인식에 변화

를 가져왔다. 이 글은 무형유산보호협약 정신을 계승하여 문화유산법(Law on 

Cultural Heritage)을 개정하고 무형유산 목록작성을 당면 과제로 삼은 베트남의 경

험을 제시한다. 목록작성은 어떻게 수행하는가? 목록작성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는 무엇인가?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문화유산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가? 이론과 실제는 큰 차이가 있다. 본고는 이와 관련하여 베트남의 사례

를 분석한다.

목록작성은 단지 무형유산의 종목 수와 유형을 파악하여 보고하기 위해 대규모

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위험에 처한 문화

유산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지역 당국이 위험에 처한 유산을 대상으로 긴급 보

호 조치 메커니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권고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베트남 하노이 시의 무형유산 목록 작업에 참여하는 관계자들과 협력해 달성하고

자 하는 최종 목표다.

감소했다. 시급한 당면 과제는 뛰어난 무형유산 연행자를 선정하고 장려하고 명

예를 부여하는 한편 일반 대중의 인식을 제고, 전수생 교육을 확대해 나아가는 일

이다.  

지방행정 단위인 박(bag, 면) 또는 솜(sum, 군), 심지어 가족 단위의 가축 사육

자나 농부들 사이에서 행해지던 유목과 농경 관련 의식·관습·축제가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몽골 무형유산의 전파와 보급을 위한 정책을 국제 및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문화의 전파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세계 문화유산을 배우는 것을 의미

한다. 몽골의 중앙 및 지방정부는 몽골 연구와 세계 유목무형문화 연구에서 중심

이자 산실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을 확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규모 몽골 

연구를 추진하고 다양한 무형유산 종목을 대표목록에 등재하는 한편 국내외에서 

관광을 몽골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새로운 문화상품 소개, 문화 현장 

신설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필수 과제 
베트남 사례 중심으로

티민리 레

베트남 문화유산가치증진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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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문화유산법(2009)과 문화유산법 이행지침(2010)에 정의되어 있다. 문화

유산법 제17조에 따르면 국가는 유산 보유자 및 전승 공동체, 개인 및 집단, 국가

연구기관 및 비정부기구 등 이해 당사자들이 무형유산 보호 활동에 참여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분류, 연구, 수집 및 관련 목록작성’은 이 조항에 명시된 무형

유산 보호 조치 가운데 국가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다. 제18조는 무형유

산 목록작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언급한다.  

1.   중앙정부 산하의 주와 도시(이하 지방)의 장관들은 해당 지역의 무형유산에 

관한 목록을 마련하며, 지역 유산이 국가무형유산목록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제반 서류를 체계화해서 준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가목록에 포함될 유산 종목을 결정하고 발표하며, 

국가목록에 등재된 무형유산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한다. 이미 국가목록에 

등재된 무형유산 종목이 추후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해당 유산을 국가목록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결

정해야 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본조 1항의 이행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다.

상기 내용에서 알 수 있듯 베트남 문화유산법은 대체로 무형유산 보호 관련 국

제 조치들과 일맥상통하며, 무엇보다 목록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베트

남 문화유산법과 2003년 협약의 용어, 개념, 세부 내용을 비교해 보면 관점·방향·

해결책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목록작성의 목적, 일반·국제 규

정, 정보 갱신, 공동체 역할, 관련 이슈의 사회 책임을 언급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다.

베트남의 문화유산은 유산의 생명력, 보호조치 필요 여부, 긴급보호조치 필

요 여부에 따라 분류되어 국가목록에 등재될 것이다. 이는 협약 제12조 1항(‘보호

를 목적으로 한 무형유산의 지정을 위해’)에 명시된 목록작성 목적에 부합하는 것

이다. 

요약하면 베트남은 2003년 협약을 신속하고도 유효하게 이행해 왔다. 문화유

산법의 일부 조항은 개정 및 보완되었으며, 특히 무형유산 목록작성에 관한 조항

이 대폭 개정되었다. 한 예로 2001년 당시 문화유산법에는 ‘무형문화유산 목록작

성’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지 않았고, 목록작성이란 ‘조사’나 ‘수집’ 또는 경우에 따

라 ‘통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되었다. 2009년 개정법에는 ‘목록작성’이란 용어

가 추가되었으며,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 및 문화유산 목록’(제1조 14항)을 명시

하는 등 무형유산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이 도입되었다. 이는 모두 무형유산을 보

베트남 문화유산법 및 무형유산 목록작성 관련 이슈

베트남이 무형유산 보호 활동을 본격화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유형유산 보호 정책보다 50여 년이나 뒤늦게 마련된 무형유산 정책은 그동안에 

발생한 막대한 손실을 회복하기에 역부족이었다. 무형유산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

하지 못한 보유자와 많은 사람이 전통 계승 활동을 중단하면서 전통 유산의 맥을 

이어갈 전승자를 찾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대중의 기억으로 전해지던 많은 구전 

유산도 영원히 사라져 갔다. 사회·경제 여건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공동체 정신과 

문화 역시 격변을 겪었다. 무형유산이 고루한 미신 또는 봉건사회의 잔재로 치부

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그 결과 보유자들은 자신의 유산을 부정하거나 전통을 

포기해야 하는 극한 상황에 몰리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일말의 회복 가능성도 

없이 소멸해 간 사회 관습과 토착 지식·기술들도 있었다.

그러나 유네스코가 채택한 다양한 권고안과 무형유산보호협약을 이행하면서 

베트남은 무형유산의 인식 제고 및 보호 활동을 본격 시작했고, 실효성 있는 정책

과 제도를 마련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는 1986년부터 이루어진 광범위한 

인식 변화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무형유산의 인식 제고 및 보호 전략은 이러한 인

식 전환에 불씨를 지폈고, 문화를 포함한 베트남인들의 삶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서 광범위하면서도 실제 활동을 촉발시켰다. 베트남은 무형유산 보호 활동이 선

진화된 여러 국가의 다양한 전문 지식과 사례를 토대로 무형유산과 관련된 새로

운 지식 구축에 온 힘을 기울였다. 이 덕분에 무형유산 보호 활동이 급속도로 진

전되면서 최근에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법제도는 단계별로 마련되어 서서히 완성되었고, 사람들

에게 보편 인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2001년에 반포되고 2002년에 효력이 발

효된 베트남의 문화유산법은 실제 삶의 조건과 무형유산보호협약에 부응하기 위

해 최근 수정 및 보완되었다. 유네스코는 이 법의 조항 근간이 협약의 내용과 일

치한다고 인정했다. 베트남은 문화유산법에 무형유산 및 보호 조치와 관련하여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각 부문의 무형유산 보호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 과

정에서 무형유산은 살아 있는 유산이 되어 힘을 발휘하고 끝없이 발전하는 사회

관계 속에서 그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 살아 있으며,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고, 공

동체의 인정을 받은 무형유산은 이들 공동체에 더 없이 큰 의미를 지닌다. 유산이 

그들의 소유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가장 중요

한 열쇠이기 때문이다. 

목록화 작업은 무형유산의 보호를 위한 필수 조건 가운데 하나다. 이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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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민속예술협회: 2000년 민속예술협회는 ‘계획과 비전 2010(Plan-

Vision 2010)’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목록은 무형유산 관련 연구와 조사 및 

복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협회에 따르면 목록 보강을 위

해 최근 각 지방 및 전국에 걸쳐 실시된 종합 무형유산 조사에 모든 협회원

이 동원되었다. 그 결과 54개 민족 집단 가운데 46개 집단의 무형유산이 목

록에 등재되었다. 등재 유산은 사회문화, 생산문화, 일상문화, 종교문화, 예

술문화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조사 결과는 『베트남 54개 민족 집단의 

민속예술에 관한 일반 목록』, 『계획과 비전 2010 이행』 두 권의 간행물에 담

겨 있다.

•    각 지방 정부 산하 문화체육관광부는 가능한 지역에서 지리 구역 또는 종목

을 기준으로 목록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민족 집단을 기준

으로 목록을 구축한 상황이다.1) 베트남의 각 기관이 주도한 무형유산 목록화 

작업은 범위, 형식, 접근법 측면에서 매우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무형유산 

연구와 목록화 사업 및 프로그램은 대부분 대규모로 수행되었으며, 위험에 

처한 유산 등 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한 해결책이나 그와 관련된 당국의 지침

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CCH와 목록화 사업, 하노이 시市의 무형유산 보호 조치

베트남 각 지방에서 작성한 무형유산 목록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존재하는 

공통의 유산을 단순히 나열하여 제시하는  과거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멸

실 위기에 처해 긴급히 보호해야 할 유산 종목을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거

나 관련 보호 조치를 제안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하노이 시의 경우 대부분

의 무형유산이 문화체육관광부 지침(회람 04/2010/TT-BVHTTDL)에 따른 목록 

등재 대상 종목임에도 관련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체계화하고 심도 있게 작성된 

무형유산 목록이 여전히 부재한 실정이어서 그 결과 무형유산의 가치와 생명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2011년 하노이 시 당국은 ‘탕롱-하노이 천도 1000

년’을 기념하여 다수의 문화유산 연구 사업 투자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 연구 사

업의 태반은 위험에 처한 유산이 아니라 ‘단순히 탁월한’ 종목을 중심으로 수행되

었다. 이뿐만 아니라 각 유산 종목, 전승자, 보유자의 가치와 생명력은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연구가 하노이 시의 무형유산 목록작성에 기여했다고 주장

1)　2012년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가 유네스코에 제출한 2003년 협약 이행에 관한 국가 보고서

호하고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2010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는 무형유산 목록작성 및 국가목록 등재를 위한 제

반 서류 준비 지침(회람 04/2010/TT-BVHTTDL)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현재 

전국에 걸쳐 이행되고 있다. 

베트남의 무형유산 목록화 사업

지난 15년 동안 다수의 정부 및 비정부 기관들은 연구조사를 실시하여 전통문

화유산과 관련된 목록과 기록물을 축적했고, 이를 토대로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왔다. 유산 분류 기준은 매우 다양하다. 유산 종목(음악, 공연예술, 전통 

수공예, 축제, 구전 유산)을 기준으로 작성된 목록이 있는가 하면 지리 구분 또는 

민족, 지역, 행정 단위(주와 지방)에 따라 작성된 목록도 있다. 사업별 평가도 제

각각이었다. 어떤 사업은 목표가 분명하지만 공동체의 참여가 부족한 반면에 어

떤 사업은 목표 제시가 명확하고 공동체의 참여가 활발함에도 일관성과 총체성이 

결여되었다. 대다수의 연구조사 및 목록작성 사업이 개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문화유산 보호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정과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

았다. 베트남의 무형유산 목록화 현황 조사 결과(2008년 유네스코 하노이 사무소 

유산부 및 관련 기관이 수행) 관련 기관, 전문 협회, 개인들이 각자 역할과 임무에 

따라 무형유산의 가치 파악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무형유산 관련 연

구·수집·기록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화유산의 생명력과 유산

의 보호 방안 및 계획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베트남의 무형유산 목록화 작업은 국가 기관, 사회 조직, 개인들이 저마다 다른 

목적과 방식을 적용하여 수행한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역할과 임무에 따른 연구 

및 수집 목적이 대부분이고 목록작성은 종합 조사, 통계, 수집 활동으로 간주되

었다. 다음은 목록화 작업을 수행한 기관들을 나열한 것이다.

•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연구소: 무형유산의 종합 조사와 사업

을 수행하여 목록을 마련했으며, 종목에 따라 유산을 분류한다(축제, 공예, 

공연예술, 민속지식 등).

•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음악원: 민족 및 지역을 기준으로 목록을 

작성하고 유산을 노래, 춤, 음악 등으로 분류한다.  

•   베트남 문화연구소: 목록에 등재된 유산은 민족의 민속 문화, 공연예술, 전

통 공예, 관습 및 전통, 축제, 종교, 민속지식 등으로 세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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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노이 시의 무형유산 보호 필요성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 및 공동체의 인

식 강화와 역량 구축

이 사업의 시행을 위해 CCH는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제시했다. 

-   긴급 상황의 개념과 기준, 보유자에 대한 인센티브, 명예 인증, 경제 환경 지

원과 관련된 정책을 포함하여 무형유산 긴급 보호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이행

한다. 

-   국가목록 데이터베이스에 등재할 유산 관련 서류 준비 등 다양한 보호 조치

로 대표(또는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을 파악하고 보호한다. 대규모 목록화 작

업 결과를 바탕으로 하노이 시의 다양한 무형유산 보호 조치를 마련한다. 

-   무형유산의 보호 및 진흥에 앞장설 주역이자 지속 가능한 인력(담당자 및 전

승 공동체) 확보를 위해 훈련 및 역량 구축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언론 매체

를 대상으로 협력 및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언론 매체가 목록화 

및 보호 활동의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무형유산을 지속해서 시의적절하게 

다룬다면 하노이 시 무형유산 보호 활동의 대중 인식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하노이 시 목록화 사업 활동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 보호가 필요한 무형유산 목록작성

•  대표(또는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 보호를 목적으로 목록작성

•  무형유산 긴급 보호 메커니즘 개발을 목적으로 목록작성 

•  무형유산 목록작성 후 국가목록 등재를 위한 제반 서류 준비 

기대 효과

하노이 시의 대표(또는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이 제때 보전되어 가치가 상승될 

것이다.

하노이 시가 보유한 무형유산의 종목 수, 생명력, 당면 과제, 위험은 물론 

다종다양한 종목에 적합한 보호 조치를 파악할 수 있다.

무형유산 긴급 보호 메커니즘이 확립되어 유효하게 기능을 발휘할 것이다.

하노이 시의 무형유산 보호 담당자 및 해당 공동체의 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무

형유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보관 및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정기 업데이

트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에 따라 하노이 시 당국은 지역의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목록작성: 하노

이 시의 무형유산 보호 조치’라는 목록화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무형유산의 현황 파악과 분류는 물론 무형유산이 지닌 가치, 당면 과제, 

위험을 평가하여 무형유산 보호 조치를 즉각 취함과 동시에 더욱 활발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오늘날의 사회 여건 속에서도 무형유산이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CCH(2007년 설립)는 베트남 문화유산협회와 제휴한 비정부기구다. CCH의 주

요 목표 가운데 하나는 유·무형유산 관련 연구의 최신 성과를 적용하여 베트남의 

도시와 농촌 지역 토착 공동체가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

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다. CCH는 지역 공동체 지도자, 정

책 입안 및 집행 기관, 민간 부문, 대중매체, 연구원 및 학자 등 다양한 이해 당사

자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수립하였다. CCH는 이러한 협력 관계로 안정된 생태

와 의미 있는 문화 발전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지식, 참여, 의견이 중요

하다는 인식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CCH는 지역 주민과 토착민, 그 가운

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는 

한편 그들 스스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CCH는 개발 압력에 직면한 소수 민족 공동체, 산업화 결과 발생한 이주자들, 급

속한 도시화로 위기에 빠진 도시 공간 등 유·무형유산이 멸실 위기에 처한 소외 

공동체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삼는다. CCH는 다양한 개입 조치 가운데 정규 교

육(학교) 및 비정규 교육(공동체)에 특히 관심을 두고 있으며, 각 세대가 유효하게 

상호 존중 및 자부심을 강화하고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 능력을 갖출 수 있

도록 독려하고 있다.

하노이 시 문화체육관광부는 CCH가 전문가 자격으로 무형유산 목록화 사업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향후 3년(2013~2015)간 CCH는 하노이 시의 무형유산 

목록화 사업의 설계 및 이행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2003년 협약 

이행에 관한 인식 제고 활동 당시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CCH는 다음과 같은 사업 

목표를 제안했다.

   

•   무형유산 종목 수 파악, 생명력 평가, 당면한 과제 및 위험 파악, 하노이 시

의 다양한 무형유산 종목에 맞는 보호 조치 제안 

•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하노이 시의 대표(또는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 

종목을 대상으로 신속한 해결을 보장하는 시의적절한 보호 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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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도제제도(ustod-shogird)는 수세기에 걸쳐 무형유산 보호라는 임무를 수행해 온 

교육제도다. 이 제도의 부활은 동양의 다수 국가에서 연행되던 다양한 수공예 기

술 부흥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도제제도의 기능 공학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 도제제도의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 연구는 예술 공예의 교육 과정

에 적용되는 현대 공학을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도의 자급자족성, 

생존력은 언제나 도제제도의 특징이었다. 도제제도는 다양한 예술의 전문화를 추

구하는 기반을 형성했다. 그 결과 중세시대 도제제도 내에서 문서 작성의 전통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서에는 예술 창작을 위한 구체화된 규칙(공학)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규칙을 쉽게 간직하기 위해 시의 형태로 전했고, 제자들은 규칙을 쉽게 기

억하고 보관하기 위해 노래로 불렀다. 오늘날 도제제도 원칙의 부활은 현실을 볼 

때 타당성이 꽤 높다. 도제제도의 훈련 프로그램은 언제나 목표한 결과를 달성하

기 위해 설계되므로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우리 모두를 한뜻으로 단결시켜서 선조와 후손, 관련 기관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에 감사

를 표하고자 한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우리에게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사업 의의

이 사업의 결과는 하노이 시 무형유산의 가치 보존과 증진을 위한 관리 측면에

서 이론으로나 실제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 사업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유네스코의 지원과 권고를 바탕으로 공동체 참

여를 강조하는 목록화 사업 및 관련 조치를 실시할 경우 하노이 시는 물론 국가 

차원의 무형유산 보호 정책 수립에서 양으로나 질로 우수한 사례와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무형유산보호 과제로서

도제제도(Ustod-Shogird)의 보호 

파로가트 아지지

타지키스탄 문화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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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문화의 경계를 뛰어넘어 하나의 문화, 즉 전 인류의 문화에 빠져들게 된다”

며 이 같은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각 민족이 보유한 풍부한 무형유산은 현대 사회에서 그 정신의 부활을 위해 사

용되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무형유산을 보전하고 내용과 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 책임을 부여한다. 

타지키스탄은 문화정책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따라 국가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의 경우 문화유산의 전수를 가능케 한 ‘우스토드 쇼기르드’(ustod-

shogird: 스승과 제자)라는 도제식 제도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이 제도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전승 방식으로, 세대에 걸친 무형유산의 보호라는 임무를 수행하

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이와 같은 제도는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공예 전통의 부흥을 위해 오늘날 매

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타지키스탄의 전통 도제제도에 대한 폭 넓은 연구를 통

해 공예 기술 전승 과정에서 현대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이다. 한편 이 도제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급자족을 통한 생활력 강화다. 도제

제도를 통해 전문 예술가들은 생활 기반을 형성해 왔다. 중세 시대에는 이러한 사

회적 제도를 통해 연구문서 작성 기술이 부상했다. 이러한 문서에는 예술의 기반

을 이루는 규칙이나 기술이 포함되었다. 규칙을 기억하기 위해 도제들은 노래로 

만들어 반복해서 암송하기도 했다.     

도제제도는 광범위한 차원에서 공학이며, 국가·공화국·지역 수준에서 실현

된다. 도제제도는 일종의 교육 기능 공학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기본으로 특정 문

화 영역에서 구체화한 목표를 달성하고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방법을 포함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도제제도에는 이론을 실행에 옮기는 실질적인 이행 수단이 기본

으로 상시 마련되어 있다.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도제제도를 분석하면 도제제도 내에서 작동하는 공학

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일반 정의를 도출할 수 있다.

도제제도에서의 훈련공학은 교수법과 규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

은 과학적으로 타당한 교육 과정을 토대로 실현되고, 전통 훈련 방식에 비해 높은 

수준의 효율성과 신뢰성과 결과 보장성을 보인다. 도제제도에서 훈련공학은 특정

한 교육 환경 속에서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예정된 결과를 산출하는 논리로 체

계화된 교육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제제도에는 교육 과정과 성과에 사용되는 형식 및 방법으로 구성된 공

학이 작동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훈련 및 교육을 통해 계획된 결과를 달성한다.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 그렇다면 과연 무형유산이란 무엇이며, 오늘날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수행해야 할 과제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무형유산 보호는 미래 세대를 위해 과거 문화의 기억을 보존하고 제대로 된 삶

을 살기 위해 우리의 본질과 모습을 지켜 나가며,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든 문화

유산 고유의 다채로운 특징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후대를 위해 전통을 발전시키

고 과거의 풍부한 경험을 연구함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현대 타지키스탄 사회의 제반 조건은 과도기라고 규정할 수 있다. 정신생활 측

면에서 뚜렷한 다원화로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있다. 정치와 법체계는 국제 민주

주의 기준에 따라 확립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교육과 정

치·경제·문화, 다양한 이념과 정신의 전통 및 조류 속에서 더욱 독립된 판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인류의 문화유산을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시민 능력 역시 필요하다.

타지키스탄의 역사·문화 의식은 20세기에 엄청난 굴곡(deformation)을 겪었다. 

이 굴곡은 물질·정신문화뿐만 아니라 세대 간 관계, 삶의 방식, 생활 윤리 규범 등

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후기산업주의(일명 탈산업주의) 문명이 문화유산의 높은 잠재성과 그 보전의 

필요성을 비롯해 세계 경제의 중요 자원의 하나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인

식했다. 

소실된 문화유산은 대체할 수도, 돌이킬 수도 없다. 사라진 문화유산은 어떤 것

이라도 당대와 후대 삶의 모든 영역에 필연으로 영향을 미치며, 전반에 걸쳐 정신

의 궁핍과 역사 기억의 단절 및 사회의 피폐화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처럼 사라진 문화유산은 현대 문화의 발전 및 새로운 작품 생산 등 어떤 것

으로도 상쇄될 수 없다. 문화유산의 축적과 보전이 바로 문명 발전의 근간인 것

이다.

문화유산의 가치와 역할을 재조명하는 최근 동향을 보면 문화유산을 고유한 상

태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소망과 현대 삶의 테두리에 적극 포함시키려는 소망

이 혼재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문화의 역사는 과거의 보존과 문화 가치의 축적 

과정일 뿐만 아니라 옛것에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유리 미

하일로비치 로트만(Y. M. Lotman) 교수는 “문화는 기억이다. 문화는 언제나 역사

와 얽혀 있고 도덕·지식·정신 차원에서 인간의 삶과 사회, 인류의 연속성을 의미

한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의 문화를 말할 때는 이 문화가 거쳐 온 수많은 방식을 

다루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결국 천년의 역사에 이르게 되고 역사 시대 구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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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의 훈련 속성에 따라 가르침을 받으며, 이론 발전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목표로 함

• 연구문서 작성 전통을 더욱 명백하게 발전시키며, 이를 훈련 프로그램의 일

부로 수용

•예술 공예 훈련을 주요 목표로 설정

•구전 전승 형태 고수

•스승과 학생의 ‘대화’ 형식으로 직무 수행

•특히 스승은 명예로운 지위를 지닌다고 정의

동양 다수 국가의 문화 역사 속에서 도제방식(ustod-shogrid)은 사실상 전문성

이 고도화된 예술 문화의 수호자이자 전달자였다. 도제제도는 역사상 선조의 풍

부한 경험을 보전하여 후세에 전달하는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21세기 초

인 오늘날에도 전통 예술의 발전 증진과 동양 특유의 예술 사상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 분명하다.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나온 과정을 회고해 보니 이 

협약의 채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를 확신할 수 있다. 

현대 타지키스탄 사회에 적용된 도제제도의 원리는 문화·예술 영역에서 현대 

교육학의 한 요소로서 효력을 입증했다. 

도제제도의 훈련공학은 개념상 완벽한 시스템으로 중요한 개념이자 원칙이고 

방법 및 지도서를 갖추고 있으며, 재생산 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의 효율성과 훈련

의 질을 보장한다. 

스승과 견습생으로 구성된 도제제도는 다양한 전통 문화에서 발견되는 가장 보

편화된 원리다. 이 도제제도는 타지키스탄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우스터드-쇼

기르드), 키르기스스탄(우스타트-샤키르트), 카자흐스탄(우스타스-샤키르트), 

일본(이에모토제도), 인도(구루-시슈야) 등지에 공존한다. 그 밖의 비유럽 문화권

에도 구전으로 전통을 전수하는 유사 제도가 있다.

이러한 문화 현상은 음악과 창조성 예술 및 공예 등 모든 유형의 문화를 포괄하

고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모든 유형의 창작 예술과 관련된 지식 및 기술 습

득 제도는 첫 단계 훈련, 그다음 전문 기술 향상으로 이루어진다. 역사상에서 도

제제도는 이념 및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도제제도의 시작은 고대 이란 문명과 관련이 있다. “고대 이란인은 아리안 문명

의 계승자로서 후세에 정신문화를 물려주기 위한 전승 체계의 마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정도의 지식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도제제도는 이란 민족의 고대 예술 맥락에서 종교 지식의 전수를 위해 탄생했

고, 처음으로 사회 기능을 수행했다. 종교 텍스트는 전승된 데이터의 일부다. 시

간의 경과에 따라 글과 음악 이외에 다른 유형의 창작 예술도 포함되었다.

최초의 임무는 선조들의 경험을 간직하고서 후세에 전승하며, 기억 속에 보관

한 정보를 창의로 재해석하고 변형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발전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도제제도는 연구문서 작성의 전통 형성에 일조했다. 

타지키스탄 음악 문화에서 이러한 문서는 9~15세기 ‘공연 규칙’과 16~20세기 ‘교

사의 작문법’이란 이름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도제제도의 특징을 연구하면 이 교육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예술 전통의 보전과 지속 발전 지향

•학교라는 환경에 기반을 두고 기능

• 아리안 문명에 기원을 두고 발생했으며, 이후 각 시대의 정치·종교·이념 제도

와는 무관

•일종의 훈련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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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풍부한 문화 표현물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것이 

공동체 활성화에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란 점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흔히 무형유산 보호라 하면 연구와 목록화 작업, 예술 형식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비롯해 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일회성 축제를 개최하거나 

도심 또는 근교에 인공 장소를 마련하여 예술가와 수공예 장인이 자신들의 자연 

환경에서 유리된 채 시연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무형유산 보호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인도의 한 지원 사업에서 비롯된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무형유산 보호의 일환으로 기술 활성화와 문화 관광을 포함한 공

동체에 기반을 둔 창조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공동체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을 강조하고자 한다. 인도 콜카타에 본부를 둔 사회적 기업 방글라나탁이 수행

한 AFL 프로그램은 삶의 수준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구체화

한 수단으로 문화유산을 활용한 대안 발전 방안의 추진을 목표로 삼고 있다. AFL 

프로그램의 시행 결과 쇠락의 길에 놓여 있던 12개 전통 예술이 다시 활력을 얻었

고, 5000여 명의 전통 예술가들이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혜택을 받았다. 비

금전 성과로는 아이들의 교육 향상, 건강 증진, 위생 접근성 향상을 꼽을 수 있다. 

무형유산 보유자에 대한 투자

아난야 바타차리아

인도 방글라나탁 대표

무형유산 실연자의 역량 강화, 문서화와 전파, 유산 교육, 인식 제고, 민간 차원의 

창의사업 육성이 문화유산 보호 노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화가 마을 이야기

나야(Naya)는 인도 동부 도시 콜카타(Kolkata)에서 약 130킬로미터 떨어진 소

규모 마을이다. 총 65가구가 모여 사는 이 마을은 ‘화가’(Chitrakar) 마을이란 별

칭이 있다. 여기에는 파투아(Patua)라는 민속 화가들로 구성된 독특한 집단이 있

고, 이들은 화가이자 작사가이며 가수다. 수세기 동안 이들은 긴 두루마리에 신

화를 그려 넣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불렀다. 이 예술 형식은 파타치트

라(Pattachitra), 즉 벵골의 두루마리 그림으로 불린다. 금세기 초반에 마을에 거주

하면서 이 전통을 추구한 파투아는 20명도 채 안 되었다. 노래를 아는 이는 훨씬 

적었다. 대부분이 일용 근로자이거나 행상인이었다. 학계 논문과 다큐멘터리 영

화는 이 예술 형식의 독창성 가치를 인정했지만 파투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미

미했다. 오늘날 나야의 상황은 10년 전과 뚜렷이 대조된다. 나야는 활기 넘치는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400명이 넘는 파투아가 신화에서부터 일대기, 현대의 

사건과 사회 쟁점에 관한 공식 성명 등 여러 주제에 관한 그림을 두루마리에 그

린다. 매주, 주중에도 인도 국내외 방문객들이 여러 차례 이 마을을 찾는다. 방문

객들은 두루마리에 그려진 이야기, 과일과 꽃, 씨앗에서 염료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해 배우고 노래 감상을 즐긴다. 파투아들은 사회 쟁점과 관련한 그림을 그려 달

라거나 그림으로 공항 또는 지하철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만화책 일러스트 작업

을 해 달라는 등 다양한 작업 의뢰를 받는다. ‘스승(guru)’인 원로 화가는 마을 정

보자료센터에서 정규 훈련 과정을 통해 열성으로 젊은 세대를 지도한다. 특히 여

성과 어린 소녀들은 파타치트라를 자신의 생계 수단으로 삼을 기회를 얻었다. 그 

결과 이들은 이동성에 대한 사회 구속과 조혼의 압박을 극복했고, 자신들의 감동 

어린 이야기를 공유하기 위해 전 세계를 누비고 있다. 월 평균 수입도 2005년 10

달러에서 2013년 250달러로 증가했다. 파투아들은 현재 전기가 들어오고 욕실도 

딸린 벽돌집에서 살면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다. 

파타치트라의 보호는 파투아의 전통 기술 활성화를 목표로 삼고 투자했기 때문

에 가능했다. 이 같은 개입 활동은 방글라나탁의 삶을 위한 예술(Art for Life) 프

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방글라나탁은 사회적 기업으로서 인도 전역에서 

문화 접근법을 토대로 공평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05

년에 시작된 AFL 프로그램은 인도 동부의 비하르와 서벵골 주에서 5000여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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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 무용가, 가수, 음악가, 연극극단, 화가를 지원했다. AFL의 목표는 생활 수준

을 향상시키고 지역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명확한 수단으로 문화유산을 활용

한 발전 대안 방식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나야에서는 원로 화가가 마을 연수 프로

그램을 마련, 미술과 노래를 가르쳤다. 인도 국내외의 현대 미술가, 디자이너, 뉴

미디어 아티스트는 파투아와 작업하면서 새로운 표현 방법과 매개체를 탐구해 나

갔다. 파투아는 다양한 색상의 활용을 배우고 비단, 가죽, 유리, 금속에 그림을 그

리기 시작함으로써 광범위한 상품을 창출했다. 자연의 색을 이용하는 사라진 전

통도 부활했다. 예술가들은 치트라타루(Chitrataru)라는 공동체를 결성해 자신들의 

예술 세계를 펼쳐 나갔고, 마을에는 정보자료 센터를 설립했다. 인식을 제고하고 

나야를 문화관광지로 홍보하고자 지난 3년 간 마을 축제 ‘포트 마야’(POT Maya)

를 매해 11월 마지막 주 마지막 날에 개최했다. 나야가 문화 중심지로 부상하면

서 역량 강화는 기술의 전승과 활성화에 국한되지 않고 관광 개발의 이점과 잠재

성 위험의 이해 증진, 위생 훈련의 문제까지 포괄하게 되었다. 초기 몇 년 동안

은 인도 정부의 지방 자영업지원프로그램(2005~2008년)의 자금 지원을 받았고, 

그다음에는 유럽연합(2009~2011년)의 지원을 받았다. 현재 서벵골 주정부의 관

광부가 인프라 강화를 위한 10만 달러 투자 계획을 파투아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다. 나야는 주 관광 소책자와 세계관광기구(UNWTO)가 최근 발표한 ‘관광과 무

형문화 연구 보고서’(Study Report on Tourism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에 실

린 사례 연구에서 발견된다. 

공동체의 문화 자본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풍부한 문화 표현물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것이 

공동체 활성화에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란 점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대중 모델은 여전히 학계 연구와 기록에 국한되어 있

고, 예술 형식과 드물게 예술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문화의 인식 제고 일환

으로 일회성 축제를 개최하거나 도심 또는 근교에 인위로 환경을 마련하여 예술

가와 수공예 장인이 자신들의 자연 환경에서 유리된 채 시연하는 정도다. 공동체 

참여 메커니즘은 명목상의 시책이거나 임기응변식이다. 문화는 여전히 연구와 경

외의 대상이지 지역 개발의 수단이 아니다. 보통 문화는 정부나 개인 투자자들 사

이에서 투자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무시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서는 무형유산 보호가 사실상 공동체의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

계’를 형성하는 도구가 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야 사례는 문화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기업을 구축하고 문화 정체성과 자부심을 강화하며, 이를 통

해 공동체의 발전과 복지를 끌어낼 수 있는지를 자세히 보여 준다. 2003년 무형

유산보호협약 제13조에 나와 있듯 이 사례는 ‘사회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기능을 증

진하고 이러한 유산의 보호를 기획 프로그램에 통합’하는 활동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 다음에서는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주요 과제와 관련해 AFL 프로그램에서 

학습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보호 과제

무형유산 실연자의 목록을 구축하여 유지하는 것은 무형유산 보호의 중요한 수

단이다. 민속 예술가의 지역 분포, 인원수와 기술 수준에 관한 포괄 정보의 부재 

상태는 개입 계획을 현실에서 발전시켜 나갈 때 제약으로 작용한다. 홍보 활동 기

획과 공동체에 기반을 둔 기관 설립 역시 필수다. 목록작성에 공동체의 참여를 권

장하는 전략은 공동체 지도자를 확인하고 처음부터 보호 노력에 대한 이들의 소

유권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보호를 위한 핵심 과제는 기술 전승을 강화하고 무형유산 종목을 현대에 맞게 

응용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종합 훈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

행하는 것이다. 훈련 과목은 해당 예술의 원로 전승자가 마련해야 하며, 강제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 다지역 다문화 간의 교류와 협력은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여 

현대 시장과 고객에 다가가기 위한 전통 실연자의 역량 강화에서 중요하다. 시장

의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진정성 상실의 위험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한다. 

민속 예술 및 현대 예술 실연자들과 연극 감독, 음악가, 작곡가, 뉴미디어 아티스

트, 디자이너 간의 협력 워크숍을 활성화하면 이로 인해 전통 무형유산 실연자의 

자신감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자신들이 놓인 고유한 문화 맥락에 관련한 이해력

과 한층 발전시키는 능력이 더욱 향상된다. 훈련을 통해서는 행위 예술의 경우 무

대와 스튜디오 환경에서의 공연이 보이는 미묘한 차이와 같은 새로운 전문 기술

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 네트워크에서 무형유산 전승자들의 활발한 참여 역시 성공을 위해 중요

하다. 바울(Baul)와 파키르(Fakir)는 벵골의 수니파 민속가수를 말한다. 보편화된 

사랑과 형제애로 신성함을 얻고자 하는 이들의 철학은 미신과 엄격한 인도의 신

분제도인 카스트, 종교성 무관용과 폐습에 질식할 듯 숨 막히는 사회가 짓누르

는 제재의 굴레를 타파하고자 17세기에 형성됐다. 축제는 이들의 음악을 알리는 

장소가 되었고, 이들은 세계 규모의 이슬람 수피(sufi) 전통음악 세계에서 유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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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콜카타에서 개최되는 국제평화음악 축제 '수피 수트라'(Sufi Sutra)에는 지난 

3년 간 19개 해외 팀과 9개 국내 팀이 참여했다. 이 축제를 통해 바울과 파키르는 

전 세계의 지지자를 만났다. 방랑하는 음유시인은 2005년만 하더라도 공연으로 

거의 수입을 거두지 못했지만 현재는 월 100달러 정도 벌어들이고 있다. 

오늘날의 세계화 속에서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유효한 전략은 문화유산에 기반

을 둔 창의 분야(creative sector)를 개발하기 위해 기업의 설립과 기업자 정신을 고

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통 기술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고용 창출의 기회가 

확대된다. 창의 분야는 낮은 자본 투자와 고부가가치, 문화상품 판매, 문화관광 

홍보로 얻는 수출-외화가득률 측면에서 경제성으로 중요하다. AFL 프로그램은 

예술가 집단이 시장에 직접 대처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이들에게 금융 지식과 

문화상품 가격 책정 방법 및 언어를 교육시켰다. 예를 들어 나야의 여자들은 영

어를 배워 벵골어를 모르는 방문객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설명할 수 있

었다. 밤새도록 공연하는 곡예 가면극에 익숙한 차우 무용가들은 15~40분 길이

의 짧은 공연을 제작하는 법을 배웠고, 타고르와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토대로 한 

공연을 기획함으로써 공연 레퍼토리를 풍부하게 만들었다. 오늘날 차우 무용가들

은 인도 전역뿐만 아니라 영국과 일본까지 원정 가서 공연하고 있다.

인도의 전통 무형유산 보유자들은 궁핍한 공동체 출신인 경우가 많다. 이들은 

복장, 악기, 장신구의 지원을 필요로 했다. 또 연습하고 연행할 장소의 필요성을 

토로, 무형유산 실연자가 많은 마을에 정보자료 센터가 설립되었다. 이 센터가 

오늘날 해당 지역을 무형유산 기반 창조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초석이 되

었다. 예술가 마을을 문화 중심지로 발전시킨 모델이 도시 인근 지역에 인위로 형

성한 문화유산 공원이나 마을에 비해 본질상 지속 가능성이 더 크다. 

구전 전통과 문화 표현의 기록화가 지닌 중요성은 제대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아쉬운 부분은 기록화가 교육, 인식 제고, 역량 함양을 위

한 자원이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보다 흔히 단순한 결과물로 남아 있다는 사

실이다. 무형유산 연구는 선택된 소수가 연구하고 감탄하는 그런 대상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문화 보호 정책과 실천을 알리고 영향을 미치는 데 활용

되어야 한다. 현대 기술은 공동체를 서로 연결시키고 심지어 고립된 공동체의 수

입 향상을 위한 많은 기회도 제공하지만 유효한 보급(dissemination)은 여전히 과

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문화 생산 및 보급 역량의 

창출과 강화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인식 제고와 정보 프로그램은 문화 활동과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한 세계 시장 및 

국제 배급망에 광범위하게 접근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문화 상품과 

서비스 증진 및 보급을 위한 현지 시장과 지역 시장의 출현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

원이 필요하다. 민간 공공 분야의 이해 당사자 간 연계와 네트워크는 지식, 모범 

사례, 노력 반향의 공유에서 중요하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개최하는 정기 축제는 홍보와 새로운 지지자 창출의 강력

한 수단으로 부상했다. 축제는 비단 무대 공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성공한 

축제는 음악인, 예술 애호가, 예술 비평가, 연구자와 학계 간의 상호 작용을 촉진

하면서 그 결과 새로운 길이 열리고 연행자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기도 한다. 서두

에 나온 나야 사례에서 기술했듯 ‘포트(POT) 마야’ 같은 마을 축제는 방문객이 전

통 문화와 함께하며 즐길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며, 문화 기반 발전으로 얻은 혜

택이 좀 더 큰 마을 공동체로 확장되도록 돕는다. 이는 또한 이촌향도의 문제 해

결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문화 기반 발전의 동력

빈곤 퇴치(유엔 새천년개발목표 MDG 1)와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 역량 강화

(MDG 3) 이외에 AFL 프로그램의 주요 성과는 사회 통합(social inclusion)을 촉진

했다는 점이다. 상업화 성공과 새로운 삶의 기회는 젊은 층이 전통을 배우는 동

기가 되었다. AFL 프로그램에 따른 보호 노력은 공동체의 자부심을 새롭게 다지

고 정체성을 강화했다. 무형유산 전승자 대부분은 사회의 인정과 존경을 받지 못

한 채 소외되고 궁핍한 생활을 한다. 기존의 발전 방식은 전통 기술을 제대로 파

악하지 못한다. 인도 민속 가수(Baul)는 문맹일지는 모르지만 수백 곡을 안다. 밀

랍을 사용하는 거의 사라진 전통 금속 공예인 도크라(Dhokra) 기법을 사용하는 유

목민이자 토착민 예술가는 자연과 자신의 문화 종목에 관한 지식을 풍부하게 보

유하고 있다. 쓸 줄은 모르지만 어떤 이야기든 긴 두루마리에 노래와 프레임 애니

메이션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파투아의 독창성은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 공동체

는 사회 인정이 부재한 상태에서 좀 더 나은 수입과 사회 지위를 찾아 자신이 보

유한 전통을 포기하기도 한다. 문화유산 활성화 정책은 상실된 이들의 자긍심을 

다시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소외된 공동체는 자신들이 예술 노동자에서 예술 기

업가로 변신하는 모습을 점차 목도하게 될 때 발전 과정의 일부라고 느끼게 된다. 

무형유산을 생계 수단으로 보호하는 것이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된다는 사실은 입

증되었다. 주동력은 무형유산 기술이 발전을 위한 자산임을 인식하고 연행자들을 

사회에서 인정하며, 기술의 전승과 활성화로 이들의 발전에 투자하고 공동체 기

반 창조 기업을 증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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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태평양 지역의 역사를 개괄하고 태평양예술축제(Festival of Pacific 

Arts), 공동체 기반 지식재산권, 접근과 이익 공유(Access and Benefit-Sharing) 등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역내 문화 협력 활동을 소개

한다. 이어 태평양 지역의 무형유산 보호 현황 및 2003년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협약 이행에 관한 중간 평가를 제시한다. 중간 평가에서는 국가 및 지역 차원의 

활동과 여러 유관 기관과의 협력 활동을 중점 다룬다. 이어 태평양 지역의 무형유

산 보호를 위한 향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세 분야로 나누어 제시한다.

•무형유산과 공동체 회복

•무형유산과 공동체의 삶의 질(wellbeing)

•무형유산 정책과 전략 

이 글은 현장 프로젝트와 연구로 얻은 정보와 데이터를 분석하여 각 분야를 고

찰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태평양 군소도서개발국

(SIDS)들의 무형유산 보호 활동 및 협약 이행 증진에 발판이 될 다채로운 문화 행

사를 소개한다.

무형유산 보호 과제
태평양 지역 현황을 중심으로

다카하시 아카쓰키

유네스코아피아사무소 문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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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태평양 지역은 지구 표면의 약 30%를 차지하며, 1000여 개의 섬과 환초로 이루

어져 있다. 니어 오세아니아(Near Oceania) 또는 솔로몬 제도 서쪽에 위치한 호주 

대륙은 5만 년 전부터 호주 원주민의 터전이던 반면에 리모트 오세아니아(Remote 

Oceania) 또는 솔로몬 제도 동쪽의 태평양 군도는 약 3500년 전부터 오스트로네

시아인들이 정착하여 뿌리를 내렸다. 뉴질랜드에서는 서기 1250~1300년 쿡 제

도에서 이주해 온 폴리네시아인들이 정착하면서 마오리 문화가 꽃피기 시작했다. 

이러한 이주 역사는 전통 항해술이 태평양의 주요 무형유산 가운데 하나임을 방

증한다.

1600년대 이후 제임스 쿡(James Cook) 선장을 위시하여 유럽의 많은 탐험가가 

태평양 제도를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은 기독교 유입, 식민화, 양차 세계

대전 기간 외세의 점령, 화폐 경제로의 점진 진입 등 일대 격변을 겪게 된다. 오

늘날에도 일부 도서국은 유럽 또는 북미의 해외 영토로 남아 있다. 태평양 지역의 

탈식민화 과정은 현재 진행형인 것이다.

태평양 제도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와 유산이 공존하는 축복의 땅이다. 특히 살

아 있는 유산인 무형유산은 단연 으뜸이다. 역내 원주민 공동체는 태평양 유산의 

전승에 앞장서며 무형유산 보호에서 주역을 담당하고 있다.

태평양예술축제(FOPA)는 무형유산 보호에서 선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70

년대 태평양 지역 지도자들은 지역 원주민 예술의 부흥과 태평양 제도 및 영토

의 재통합이라는 야심 찬 비전을 세우고 이 프로젝트를 수립했다.1) FOPA는 태

평양공동체사무국(SPC)의 자문 기관인 태평양예술문화협의회(CPA)의 주도 아

래 태평양의 여러 섬과 영토에서 4년마다 개최되고 있다.2) 2012년 7월 솔로몬 제

도에서 열린 제11회 FOPA는 개최 40주년을 기념하여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

였다. 2000여 명의 방문객들을 위해서는 태평양 전통 음악, 무용 등의 공연은 물

론 다양한 예술문화의 향연이 펼쳐졌다.

유네스코 태평양 사무소는 1984년 사모아의 아피아에 설립되었다. 교육에 중점

을 두고 활동하기 시작한 태평양 지역 사무소는 문화(1985), 커뮤니케이션(1990), 

과학(1991) 등 활동 분야를 점차 넓혀 갔다.3) 유엔의 ‘세계문화발전 10개년 계획

1)　카렌 스티븐슨: 40주년 기념 태평양예술축제(SPC, 2012)

2)　    피지(1972), 파푸아뉴기니(1980), 프랑스령 폴리네시아(1985), 호주(1988), 쿡 제도(1992), 사모아(1996), 뉴칼레
도니아(2000), 팔라우(2004), 미국령 사모아(2008)

3)　 교육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시작한 태평양 사무는 소관 분야를 넓혀 문화(1985), 커뮤니케이션(1990), 과학 
   (1991) 분야도 담당하고 있다. 

(1989~1998)’에 따라 태평양 지역의 문화유산과 인종 다양성의 공감 확대를 위해 

‘바카 모아나: 오션 로드(Vaka Moana: the Ocean Roads)’라는 장기 프로그램을 마

련하기도 했다.

2002년 누메아 회의에서 ‘전통 지식의 보호를 위한 지역 프레임워크 또는 모델

법’이 채택된 이후 태평양 도서국들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지원 아래 공동

체 기반 지식재산권(IPR) 관련 기준 마련에 박차를 가해 왔다. 비공식 부문이 공

식 부문에 점차 통합되고 시민사회의 기반이 탄탄해지면서 전통 지식과 문화 표

현물을 바탕으로 제작된 제품의 보호를 위해 지역 차원의 IPR 제도 개발 가능성

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에는 개발 협력국의 원조 아래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을 바탕으로 한 접근과 

이익 공유(ABS) 역량 구축 워크숍이 개최되고 있으며, 무형유산 보호 문제가 주

요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태평양 지역 무형유산 보호 성과

2003년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이 채택되면서 태평양 지역은 국가 및 지역 

차원의 문화 정책과 전략에 바탕을 둔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계획, 관련 사업 및 

활동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2007년 이후 태평양 지역은 유네

스코의 후원 아래 무형유산 보호에 관한 두 차례의 지역 회의와 다양한 이해 당사

자가 참여하는 12차례의 국가 회의를 개최했다.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태평

양 지역의 무형유산보호협약 당사국은 7개국에 이른다. 

태평양 지역 유네스코 문화 관련 협약 비준 현황

헤이그 
협약

(1954)

헤이그 
협약 

의정서
(1999)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방지 협약
(1970)

세계유산 
협약

(1972)

수중문화
유산 협약
(2001)

무형유산 
협약

(2003)

문화다양성 
협약

(2005)

호주 1984 1989 1974 2010

쿡 제도 2009

피지 1990 2010

키리바시 2000

마셜 제도 2002

미크로네시아 200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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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협약

(1954)

헤이그 
협약 

의정서
(1999)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방지 협약
(1970)

세계유산 
협약

(1972)

수중문화
유산 협약
(2001)

무형유산 
협약

(2003)

문화다양성 
협약

(2005)

나우루 2013

뉴질랜드 2008 2007 1984 2007

니우에 2001

팔라우 2002

파푸아뉴기니 1997 2011

사모아 2001 2008

솔로몬 제도 1992

통가 2004

투발루 2010

바누아투 2002 2010

합  계 2 0 2 14 0 7 2

가장 최근에 협약을 비준한 태평양 지역 국가는 미크로네시아 연방 공화국과 

나우루다.

미크로네시아는 서태평양 해역에 펼쳐진 4개의 주(야프, 추크, 폰페이, 코스라

에)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 3월 미크로네시아의 4개 주 가운데 가장 무형유산

이 풍부한 야프 주에서 첫 번째 무형유산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야프 주의 거대한 

돌 엽전(stone disk)은 유·무형 유산의 조화를 보여 주는 미크로네시아의 대표 유산

이다. 과거 야프 원주민들은 팔라우로 건너가 엽전 제작에 쓸 돌을 채집한 뒤 카

누로 운반해 왔다. 돌 엽전은 특별한 날에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구전 전

통에 따르면 산전수전을 겪으며 여러 곳을 거쳐 당도한 돌 엽전의 가치가 가장 높

았다. 필룽 협의회(본 섬)와 타몰 협의회(외곽 섬)라는 두 개의 전통 지도자 협의

회 대표들도 워크숍에 참여했다.   

또 다른 협약 당사국인 나우루는 면적 20제곱킬로미터, 인구 9000명의 소규모 

도서국이다. 나우루는 군함새잡이(Frigate Bird Catching)라는 독특한 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2011년 회의에서는 한 참가자가 회의실에 군함새를 가지고 와서 

발표를 진행하기도 했다.

태평양의 각 섬은 저마다 고유한 특색이 있지만 태평양 지역의 무형유산을 바

탕으로 공동체 삶의 활력과 통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필자는 

2010년 1월 유네스코 아피아 사무소에서 근무한 이래 14개 도서국 가운데 12개국

을 방문하는 기회를 누릴 수 있었다. 각국을 방문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어느 곳엘 가든 유네스코와 무형유산보호협약에 대한 관심과 지지는 매우 뜨거

웠다.   

바누아투의 모래 그림과 통가의 전통 춤인 라칼라카(Lakalaka)는 무형유산보호

협약에 따라 세계의 인정을 받은 태평양 지역 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 유산이다. 

이 밖에 태평양 지역의 여러 유산 종목이 대표목록 등재 신청을 앞두고 있다.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태평양 도서 국가들의 문화 부문은 규모

나 영향 면에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문화 관련 정책은 교육부 내지 

내무부의 소관인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태평양 도서 국가에서는 문화 담당 관리

가 소수에 불과하며, 이용 가능한 자원도 제한돼 있다. 따라서 태평양 지역은 무

형유산 보호 역량 구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2012년 유네스코는 일본 정부와 공

동으로 설립한 신탁기금으로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아태지역 역량 구축 프로그램

을 발족했다. 태평양 지역에서는 파푸아뉴기니와 사모아가 프로그램 지원 대상 

국가로 선정되었으며, 아이카와 노리코 일본 문화유산부 자문관과 앤서니 파락 

연구관의 조력에 힘입어 몇 차례 워크숍이 개최되었다.4)   

태평양 지역에 국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제3부문 또는 ‘전통 부문’과 관련된 이 

지역의 특수성에 먼저 주목해야 한다. 사모아에서 열린 무형유산보호협약 이행 

워크숍 기간에 마련된 솔로솔로 마을(Solosolo Village) 방문 행사는 이러한 특수성

을 잘 보여 준다.   

솔로솔로 마을은 사모아의 대표 공예품인 돗자리를 생산한다. 간략히 배경 설

명을 하면 사모아 사람들은 전통으로 돗자리를 귀중품으로 간주해 왔다. 판다누

스 잎으로 짠 돗자리는 결혼, 장례, 토지 소유권 부여 등 특별한 날에 교환된다. 

마을 간 돗자리 교환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행사를 주관하는 대표 연사는 유려

한 말솜씨로 대중을 향해 연설을 시작한다. 마을 지도자들은 교환된 돗자리를 

공평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돗자리 교환은 가족과 마을, 나아가 사모아인 

전체를 통합하는 의미를 지닌다. 돗자리 교환 의식으로 형성된 전통 사회 네트

워크는 국경을 초월하여 해외 동포 사회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서 사모

아의 대표 무형유산인 돗자리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사회문화체제의 구성 요

소로 볼 수 있다.

4)　  파푸아뉴기니는 무형유산보호협약 이행 워크숍(포트모르즈비, 2012년 5월) 및 무형유산 목록화 워크숍(고로카, 
2012년 10월)을 개최했다. 사모아는 무형유산 비준 워크숍(아피아, 2012년 2월) 및 이행 워크숍(아피아, 2013년 
2월)을 개최했으며, 2013년 10월 사바이 섬에서 무형유산 목록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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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솔로 마을 방문 행사는 전통 관습에 따라 아바(ava) 마시기, 족장들

(matais)의 연설 및 인사 교환, 정부 관료들의 현안 발표, 예물 교환 의식의 순으

로 진행되었다. 전통 관습에 따른 의전 행사가 끝난 뒤에야 방문자들은 마을 여

성협의회 및 돗자리를 실제로 짠 여성들과 이야기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공

동체 관계 수립 및 발전의 바탕이 된 이러한 의전을 생략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래 표는 태평양 지역의 역량 구축 관련 워크숍 개최 현황을 보여 준다.

태평양 지역 역량 구축 워크숍 개최 현황

인식 고취 비준 이행 목록화 등재 신청

호주

쿡 제도 2010

피지 2009

키리바시 2011

마셜 제도 2011

미크로네시아 2013(야프)

나우루 2011

뉴질랜드

니우에

팔라우 2010

파푸아뉴기니 2009 2012 2012

사모아 2010 2012 2013 2013

솔로몬 제도 2010

통가 2009

투발루

바누아투 2008

합계 11 1 3 2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2010년 피지 회의를 시작으로 통가(2011), 쿡 

제도(2012), 바누아투(2013)에서 정보 및 네트워킹 연례 지역 회의를 개최해 

왔다. 각 회의는 무형유산 정보 시스템, 무형유산 가시성 및 출판물 등 특정 주제

를 중점 논의했다.

중국에 설립된 카테고리 2 기구인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훈련센터(CRIHAP) 

역시 베이징(2012)과 청두(2013)에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태평양 지역 국가들

을 대상으로 역량 구축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특히 청두 워크숍 참가자들은 무형

유산과 공동체 회복 문제를 집중 논의했으며, 2008년 쓰촨 대지진을 겪은 창족 

마을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세계에서 인정된 무형유산보호협약이 사후 재해 

관리 단계에서 창족의 무형유산 보호 및 복원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것을 몸소 

경험할 수 있었다.

2013년 2월에는 태평양유산허브(PHH)가 태평양 지역 정부 간 대학인 사우스퍼

시픽대학교(USP)에 설립되었다. PHH는 비전을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태평양 

제도의 문화와 유산을 복원, 번영, 육성, 보호한다’로 세운 태평양 지역 자체 협력 

기구다. PHH는 설립 이후 웹사이트 및 소셜 미디어 등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활

동으로 네트워크 형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5), USP의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

로 다양한 회의와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태평양 지역의 무형유산 보호 활동의 성과는 박수를 

받기에 충분하다. 2013년 6월 바누아투 문화센터는 무형유산보호협약 10주년

을 기념하여 특별한 행사를 개최했다. 사흘 간 진행된 행사는 강연, 모래 그림 

시연, 다양한 바누아투 공동체의 전통 문화 공연을 선보였다. 이러한 축하 행사

와 더불어 아서 버너드 디콘(Arthur Bernard Deacon)의 기록물(MS 90-98)을 유

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목록에 등재한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다. 이 기록물은 디콘

이 1926년 말레쿨라를 비롯한 뉴헤브리데스(현재의 바누아투)의 여러 섬을 방

문했을 때 남긴 것으로서 기하학 드로잉, 도해, 평면도, 모래 그림과 관련된 지

도 등 여러 유형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 영국 왕립인류학협회가 소장하

고 있다.

태평양 지역의 무형유산 보호, 향후 과제는? 

상기 제시한 성과를 바탕으로 태평양 지역의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추진해야 

할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세 분야로 나눠 살펴보도록 하겠다.

5)　www.facebook.com/pacificheritage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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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과 공동체 회복

태평양 지역은 사이클론, 지진, 화산 등 광범위한 자연 재해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각국은 특별 관리 체계, 인식, 실행 방식을 마련하

는 등 피해 및 손실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기울이고 있다. 

자연 재해의 대표 사례로는 2012년 12월 사모아에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낳은 사이클론 에반(Evan)을 들 수 있다. 적어도 다섯 명이 사망했고, 가옥 피해 

또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주택 재건이 필요한 가구가 600여 가구(약 4200명)

에 달했다. 총 피해액은 2011년 사모아 국내총생산(GDP)의 약 28%에 육박한 것

으로 나타났다.  

유네스코는 사모아를 강타한 사이클론 에반에 관해 재난 후 수요 평가(UN/WB 

Post-disaster Needs Assessment)를 실시했다.6) 문화 부문의 평가는 파갈로아-우오

파토 보호 지역의 완전성과 진정성 훼손 여부에 중점을 두었다. 세계유산 잠정목

록으로 등재된 이 지역은 열대림으로 유명하며, 풍부한 구전 전통과 수공예품으

로도 잘 알려져 있다. 흥미롭게도 방문 평가에서 서양식 가옥은 강풍에 지붕이 날

아간 반면에 사모아의 전통 가옥(fale)은 바람을 견뎌 내며 최소한의 손상만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모아의 문화는 6개월 간 펼쳐진 재건 활동에 크게 기여했다. 마을 협의회는 

국제 사회와 정부의 원조를 바탕으로 보건 및 교육 등 주요 공동체 서비스를 신속

히 제공했다. 공동체 주도 서비스는 재난 발생 후 관련 공공 서비스가 중단되었

을 때 큰 역할을 수행했다. 오랜 전통의 대가족 제도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톡톡

히 수행했고, 해외의 사모아 공동체 역시 자금과 물품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문

화 활동은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

로 작용했다. 2013년 3월에 열린 연례 돗자리 축제와 6월 독립기념일에 열린 전

통 노젓기 대회가 대표하는 사례다. 7월 무렵에는 아피아 항구에 유람선 운행이 

재개되면서 관광객의 발길이 다시 이어졌다.

사이클론 에반에 관한 재난 후 수요 평가 보고서는 문화유산의 훼손을 지엽 차

원의 문제로 다룬 반면에 환경, 주택, 관광 분야의 피해와 손실은 여러 장에 걸쳐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이는 문화 부문이 직면한 가장 큰 난관을 단면으로 보여 

준다. 즉 문화유산은 기존의 국민계정 체계에서 재산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이다.

6)　www.pacificdisaster.net/pdnadmin/data/original/WSM_PDNA_2013_TC_Evan.pdf

무형유산과 공동체의 삶의 질(wellbeing)

향후 태평양 지역의 무형유산 보호에서 고려해야 할 두 번째 분야는 무형유산

과 공동체의 삶의 질(wellbeing)이다. 유엔 총회는 ‘행복: 발전으로의 통합 접근’이

라는 결의안(65/309)으로 행복은 인간의 기본 목표이자 보편된 열망이며, GDP는 

본질상 이러한 목표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선언했다. 부탄의 국민총행복(GNH)은 

더욱 포괄되고, 공평하며, 균형 잡힌 접근법으로 아시아의 가치를 담아 발전의 정

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널리 알려져 있다. 태평양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멜라

네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삶의 질 대안 지표를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2012년 말바투마우리 지도자 협의회(Malvatumauri National Council of Chiefs)는 

바누아투 통계청의 지원을 받아 삶의 질 측정 방식으로 멜라네시아의 가치를 반

영하는 변수들에 관한 예비 연구를 수행했다. 멜라네시아(바누아투, 솔로몬 제도, 

파푸아뉴기니)는 화폐 교환이 아닌 자급자족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세계에

서 몇 안 되는 지역의 하나다. 바누아투의 경우 국민의 약 80%가 대가족 기반의 

촌락 공동체 구성원이다. 그들은 농업과 어업으로 식량 자원을 확보하며, 다양한 

전통 의식으로 공동체의 소속감을 강화한다.7) 바누아투 예비 조사 보고서(2012)

는 자원 접근성, 문화 관행, 공동체 활력이라는 세 가지 영역을 공동체의 삶의 질

을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8) 흥미롭게도 이 보고서는 무형유산이 세 영

역과 모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분석한다. 무형유산 관점에서 볼 때 파푸아뉴기

니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지속해서 모니터링과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무형유산 정책과 전략

태평양 지역 회원국들은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별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제2차 문화부 장관 회담(호니아라, 2012)에서 채택된 태평양 지역 문화 전

략(2010~2015)은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의 이행을 강조한다.9) 태평양 지역

의 독특한 관리 체제(족장을 중심으로 한 전통 관리 체제와 민주주의의 결합)를 

7)　 랄프 레게바누, “공동체 회복의 원천으로서 바누아의 전통 경제”, 멜라네시아의 관례에 따른 토지 소유 제도 
   를 옹호하며(AID/WATCH, 2010)

8)　멜라네시아 삶의 질 대안 지표: 바누아투 예비 조사 보고서(VNSO, 2012)

9)　www.spc.int/hdp/index.php?option=com_docman&task=cat_view&gid=184&Itemid=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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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공동체의 관행과 정부 주도 프로그램 및 법제도의 상호 강화를 견인하

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프라 관련 정책과 관련하여 태평양 국가들은 무형유산 목록의 유지와 관리는 

물론 교육 및 공동체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박물관, 멀티미디어센터 등 

관련 시설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태평양 지역의 토착 연구원들과 연구소의 역량을 제고하는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태평양 지역은 해외 인류학자 및 민족음악학자들의 오랜 연구 대상

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는 무형유산 전승 공동체 및 보유자와 제대로 공

유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무형유산보호협약 및 목록화 프로젝

트는 태평양 지역이 토착 연구원과 연구소를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네

트워킹과 정보 축적은 태평양 무형유산 보호에서 필수 요건이다. 전통 공동체의 

지도자와 마을 협의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 당사자 및 전통 시스템을 포괄하고 

그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역내 무형유산 보호의 미래를 좌우하는 열

쇠가 될 것이다.

향후 계획

태평양 지역은 공공, 민간, 전통의 세 영역에 속하는 이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무형유산 보호 활동 참여 확대 및 인식 고취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제 해결에 도움을 줄 행사가 다채롭게 개최될 예정이다.

먼저 제5회 멜라네시아 예술문화축제(MAF)가 2014년 7월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릴 예정이다. MAF는 1995년 멜라네시아 각국의 전통 및 현대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멜라네시아 선봉대 그룹(MSG)10)이 조직한 행사다.11) 이 축제는 멜라네시아 

국립예술문화위원회가 주최하고 파푸아뉴기니 국립문화위원회가 주관한다. 

또한 2014년 8월과 9월 2개월에 걸쳐 유엔 군소도서개발국(SIDS) 국제회의가 

사모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바베이도스(1994)와 모리셔스(2005) 회의에 이어 

세 번째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군소 도서 개발국뿐만 아니라 유엔 회원국 대표

들도 참가하여 군소 도서 개발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토론을 벌일 예정

이다. 이에 앞서 유네스코, 아태경제사회이사회(UNESCAP), SPC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실무 그룹이 태평양 지역의 문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제로 예

10)　  MSG는 바누아투, 피지, 솔로몬 제도, 파푸아뉴기니, 뉴칼레도니아의 카나카 민족 사회자유주의 전선(FLNKS)
이 참여하고 있다.

11)　MAF는 솔로몬 제도(1998), 피지(2006), 뉴칼레도니아(2010)에서 개최되었다.

비 보고서를 마련했다.12) 유네스코는 2013년 7월 9일 피지의 나디에서 문화와 지

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원탁회의를 개최했다.13)

원탁회의 결과 보고서는 국제 개발 파트너십과 프로그램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문화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관련 활동을 지원하며,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2014년 SIDS 국제회의가 향후 태평양 군소 도서 개발국들이 무형

유산 보호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12)　 www.forumsec.org/pages.cfm/documents/briefs-sustainable-development-working-group/

13)　문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원탁회의 최종 보고서와 포스트-2015 아젠다(유네스코, 2013년 8월) 



부록 

토론 요약문

참가자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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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 2003년 협약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무엇을 가져다주었

나?

회의 시작에 앞서 좌장 아이카와 노리코 교수가 참석자 전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아이카와 교수는 제1세션의 주제를 설명하고 발표를 맡은 유네스코방콕

사무소 팀 커티스 문화부장과 국제인클루시브박물관 관장 아마레스와르 갈라 교

수를 소개했다. 아이카와 교수의 발언이 끝나자 커티스 문화부장이 발표를 시작

했다. 

커티스 문화부장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현황과 그동안의 성과를 보

여 주는 데이터를 제시하며 발표의 포문을 열었다. 커티스 문화부장의 데이터에 

따르면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명실 공히 아태지역을 아우르는 문화 기관

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아태지역은 무형유산 보호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

어지고 있는 지역이며, 목록에 등재된 전 세계 무형유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커티스 부장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에 대한 긍정의 평가가 급격히 늘

어난 것은 이 기관이 당사국 등 무형유산 주체들의 요구에 부응한 결과라고 역설

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인식 제고에 성공한 것으로 나

 토론 요약문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10년간의 노력 :   

회고와 전망

2013년 9월 2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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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그러나 커티스 부장은 인식 제고가 무형유산 보호 활동의 성공에 필요조

건이긴 하지만 충분조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형유산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가 실제 보호 활동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는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한 갈라 교수는 유산 보호의 증진을 위해 사물에서 지식, 

배타에서 포괄 접근, 수동에서 능동, 소극에서 적극, 일원에서 다원으로 방식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무형유산을 다루는 방식은 연행과 전

후 맥락의 필요성, 연행자가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연행을 계속해야 하기 때

문에 유형유산과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형유산이 살아 있는 유산이라는 사

실은 보호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갈라 교수는 발표를 마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무형유산을 ‘박물화

(museumizing)’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패널토론

임돈희 동국대 사학과 석좌교수 

임돈희 동국대 석좌교수는 무형유산 보호에서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며 토론

을 시작했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가 그동안 펼친 무형유산 보호 노력은 공

동체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무형유산 연행을 통해 자기표현을 지속할 수 있는 기

반이 되었다. 정체성은 공동체 통합은 물론 전통 유산의 지속 가능한 연행에 중요

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임돈희 교수는 공동체가 무형유산 보호 활동의 선봉에 서야 한다는 점을 무엇

보다 강조했다. 아울러 서열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

했다. 임돈희 교수에 따르면 서열화는 공동체 간에 갈등을 야기한다. 공동체는 때

때로 특정 무형유산이 자신의 것으로 믿으며, 다른 공동체는 그것을 빼앗으려고 

한다. 이러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서열화 시스템에서 벗어나 정신을 공유하

는(sharing mentality)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무형유산은 갈등 유발이 아니라 공동

체의 통합과 권익 향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임돈희 교수는 갈라 교수가 제기한 ‘박물화’의 문제를 지적했다. 무형유산은 살아 

있는 유산이며, 따라서 연행을 통해 보호되어야 한다. 무형유산 보호 조치가 인위기

는 하지만 임돈희 교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모두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

했다.  

가우라 만차차리타디푸라 인도네시아 와양사무국 차장

가우라 만차차리타디푸라 대표는 참석한 연사들이 모두 서로 다른 배경에서 나

고서 자라 활동해 왔기 때문에 무형유산을 보는 시각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

했다. 커티스 부장이 정량 데이터를 제시했다면 갈라 교수는 세 가지 사례로 공

동체 참여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췄다. 만차차리타디푸라 대표는 커티스 부장의 

관점에 동의한다면서 목록 등재 유산의 수 증가가 곧 보호 수준의 향상으로 이어

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최근 목록 개념을 다시 생각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무형유산 보호에서 목록 작성이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고 해서 모두가 동의

하는 것은 아니다. 유형유산에 비해 비공식 보호 관행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았지

만 커티스 부장은 무형유산이 대학의 교과 과정에 포함되거나 관련 연구가 수행

될 경우 무형유산의 보호가 증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차차리타디푸라 대표는 계속해서 갈라 교수가 언급한 패러다임 전환에 관해 

견해를 피력했다. 무형유산 보호 방법이 유형유산 보호 방식과 같을 수 없다는 갈

라 교수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사례를 제시하며 갈라 교수의 주

장을 부연했다. 인도네시아에는 지역 공동체들이 무형유산 보호 증진을 목적으

로 연행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대형 문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것이 인위라

고 비판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차차리타디푸라 대표는 무형유산을 완전히 잃는 것

보다 이러한 형태로나마 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편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만차차리타디푸라 대표는 보호(safeguarding)라는 개념과 이 용어의 진의를 환기

시키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목록 등재는 최종 목적이 아니다. 등재 시스템이 동

기 부여를 위한 필수 요소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과정의 끝이 아닌 시

작일 뿐이다. 그러나 유산 등재가 보호 증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면

서 동기부여 요소를 활용한다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자유토론

토론 패널들은 무형유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유산을 통한 창의성 계발 및 육성

이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 섞인 질문을 던졌다. 연행자의 참여 없이 무형유산에 관

해 논하는 것은 ‘박물화(museumization)’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살아 있는 유산

은 토론과 분석이 아니라 연행을 통해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어 ‘연행 장소

(fields)’의 보호와 관련된 질문이 제기되었다. 유산뿐만 아니라 연행 장소도 함께 

사라지는 추세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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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티스 문화부장은 두 질문이 유산 보호의 현황과 관련이 있다고 답하며 말문

을 열었다. 이상 세계에서는 정부가 관여할 필요도 없고,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

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지만 불행하게도 현실은 그와 정반대의 상황이라고 말

했다. 그는 무형유산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사라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경제력 

지원 부족으로 명맥을 이어가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2003년 협약 비준 국가는 

늘고 있으나 무형유산의 연행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록 작업 이상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전이 무너져 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냥 사진이나 찍고 그것이 무

너지든 말든 방관하고 있지 않는다면서 유형유산과 무형유산을 대하는 방식에서 

근본부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비유로 목록 작업의 불충분성을 지

적하고 무형유산 보호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돈희 교수는 무형유산은 살아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항시 변화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통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변화 허용과 창의성 육성 범위에 관한 논의가 

계속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돈희 교수는 커티스 문화부장이 제시한 데이터를 언급하며 우리는 여전히 무

형유산 보호 방법을 학습하는 과정에 있다고 지적했다. 오랜 관행이 그대로 유지

되거나 개선책이 등장하고, 새로운 법과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방법론은 여전

히 진화 중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노력은 성공 또는 실패로 양단할 수 없고, 이

보다는 더 큰 규모의 과정 속에서 밟아가는 단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심스

럽게 표명했다. 

세션 2.  무형유산은 왜 보호되어야 하는가?

제2세션의 좌장을 맡은 팀 커티스 문화부장은 이삼열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

터 사무총장과 로데스 아리즈페 교수를 발표자로 소개했다. 기술 문제로 이삼열 

사무총장의 발표를 먼저 진행한 뒤 아리즈페 교수의 발표를 진행했다.  

이삼열 사무총장은 2003년 협약의 역사를 살펴보고 지금까지 무형유산 보호 

활동에서 직면한 도전들에 관해 간략히 설명했다. 무형유산 보호의 필요성에 대

한 인식은 높아졌으나 보호 조치를 발전의 장애물로 간주하는 젊은 세대는 전통

과 관습을 보호 대상으로 삼기에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삼열 사무총장은 

무형유산을 보호해야 하는 다양한 이유와 혜택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다소 상세한 

사례를 제시했다. 공동체의 정체성과 연속성 강화, 인류 창의성 증진, 지속 가능

한 발전이라는 세 가지 이유에 중점을 두고 무형유산 보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리즈페 교수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영상을 통해 발표 내용을 전달

했다. 그는 협약에 명시된 용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제

시했다. 아리즈페 교수는 인류학 관점에서 용어 선정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지

적했다. 특히 무형유산의 경우 특정 용어의 정의 내리기가 매우 어렵고 그러한 용

어들이 문화에 따라 미칠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한경구 교수는 아리즈페 교수와 이삼열 사무총장의 발표에서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구 교수는 우선 무형유산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정치에 관해 언급했다. 현재 보호 대상 유산을 결정하는 책임은 국가에 있다. 유

네스코는 평화 증진을 위해 설립되었지만 국가 간에는 경쟁이 존재한다. 보호 대

상 유산 결정권은 국가가 쥐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와 실제 유산 보유자가 아닌 국

가의 요구와 이익 실현이 우선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한경구 교수는 

이삼열 사무총장의 의견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한국에는 어떤 종목이 어떤 과정을 

통해 보호 대상 유산으로 선정되고 있는지 등 한국의 유산 보호 현황의 자세한 설

명을 요청했다.

한경구 교수는 정체성, 진정성, 창의성이라는 문제에 관해서도 우려를 표명

했다. 무형유산은 살아 있는 유산이고 창의성은 증진되어야 하지만 무형유산의 

진정성이 훼손되는 시점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무형유산은 공동체의 정체성 

확립에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무형유산의 보호에 어느 정도로 관여하고 

있는가에 따라 진정성 훼손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한경구 교수는 아리즈페 교수의 발표에 감사하다면서 인류학 관점에서 견해를 

제시한 것을 무엇보다 높이 평가했다. 인류학자로서 아리즈페 교수는 관찰뿐만 

아니라 행동에 직접 나섰다. 한경구 교수는 일반 의미와 다른 대중문화의 개념에 

흥미를 보였다. 그는 대중문화에 있는 여러 의미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다. 특히 

다양한 문화 간은 물론 단일 문화 내에서도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한경구 교수는 이삼열 사무총장과 아리즈페 교수의 발표 내용을 정리하면서 두 

논고는 무형유산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누가 보호해

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무형유산을 보호해야 하는 당

위성과 정당성에 관해서는 광범위한 이해가 있지만 보호 주체와 방법에는 여전히 

해답을 제시하기 어려우며, 관련 사항을 지속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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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구 교수는 또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와 관련한 별도의 논의가 없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출했다. 관습은 복제되고 공유되며, 유산은 어느 한 공동

체의 자산이 아니다. 한경구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가 있기를 바

란다고 피력했다.

한경구 교수는 끝으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인용하며 마

무리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보다 더욱 평

등하다.” 한경구 교수는 이 구절에 빗대어 무형유산을 대하는 유네스코아태무형

유산센터의 태도를 묘사했다. 즉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모든 무형유산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우선 보호해야 할 유산을 선정하고 결정하는 일은 국가가 

담당하기 때문에 유산 간 서열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디 메레 라투아부아부아 피지 태평양유산허브 문화담당관

아디 메레 라투아부아부아 문화담당관은 2003년 협약의 영향으로 각국의 문화

유산 정책이 강화됐음을 소개했다. 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다른 지역 국가들에 비

해 규모나 영향력이 현저히 작은 섬나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협약 비준에 시간

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라투아부아부아 문화담당관은 아리즈페 교수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언어와 용

어 정의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용어를 정의하고 사용할 용어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면 목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더 나

은 방법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용어의 문제에서 기인한 수많은 논란은 이에 대

한 논의가 사실상 필요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라투아부아부아 문화담당관은 젊은 세대가 무형유산 보호에 참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두 발표자 모두 젊은 층을 대상으로 유산 보호의 동기 부여 및 중요성

에 관한 교육방법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한다고 평가했다. 라투아부아부아 문화담

당관은 나아가 무형유산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뿐만 아니라 ‘보호하지 않는다면 어

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도 던졌다. 보호 실패가 가져온 결과를 보면 무형유산

을 보호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 명백함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라투아부아부아 문화담당관은 다양한 국가들의 무형유산을 목록에 등재할 수

는 있지만 유산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동체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커

티스 문화부장의 주장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라투아부아부아 문화담당관은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적용된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전략으로 젊은 세대의 참여를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토론

투웨이밍 교수는 젊은 세대의 참여를 주장한 라투아부아부아 문화담당관의 견

해에 동의했다. 또한 무형유산은 지성인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정부, NGO, 공

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동시에 그들의 영향을 받는 영역이라고 지적

했다.

투웨이밍 교수는 유형유산과 비교할 때 무형유산은 공간에서 시간으로의 변화

를 상징한다고 말했다. 무형유산의 연행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관(landscape)을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투웨이밍 교수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은 복잡

한 상호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박물화(museumization)’에 대한 우려는 기우라고 할 

수 있다. 현대화와 전통, 정신과 육체, 세속과 종교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투웨이

밍 교수는 이는 제약이 아닌 해방을 뜻하고, 개회식에서 선보인 ‘아리랑’ 공연처럼 

무형유산은 즐기기 어렵지 않은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투웨이밍 교수는 소수민족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말

했다.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공동체들

은 무형유산 보호에 지속 참여하면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더욱 강화하게 되

었다. 정체감은 민족주의 또는 애국주의와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지만 투웨이밍 

교수는 자기반영성(self-reflectivity) 향상으로 비판성 자의식을 키울 수 있다고 주

장했다.

이삼열 사무총장은 아리즈페 교수의 인류학 접근 방식을 높이 평가한다는 말

과 함께 의견을 제시했다. 이삼열 사무총장은 다른 무엇보다 문화(culture), 유산

(heritage), 유형(tangible), 무형(intangible)이라는 용어들의 정의가 중요하다는 점

을 지적했다. 세세한 맥락에서 어떤 용어를 사용할지에는 의견이 일치될 수 있으

나 해당 용어가 표현하는 개념의 해석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삼열 사무총장은 유산 보호에 공동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경구 교수가 문제 삼은 국가 개입에 관해서는 무형유산 보호 방

침을 시행해야 할 주체는 국가라고 주장했다. 국가는 회의 개최 및 목록 작성을 

지원하며,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는 임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삼열 사무

총장은 정부가 관여하지 않으면 NGO 및 지역 공동체는 필요 예산이 부족하기 때

문에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

가가 개입하여 진행토록 하는 것이 현실과 실질에 들어맞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유산을 보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가는 우선순위에 따라 보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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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을 선정해야 하며, 이러한 결정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각국은 나름의 

기준과 정책을 세워 놓고 있다. 저마다 고유한 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목

록의 규모와 범위도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삼열 사무총장은 문화유산이란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는 

기능을 우선하여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삼열 사무총장은 국가의 개입은 피할 수 없지만 공동체 참여를 최대

한 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세션 3. 유네스코 무형유산 목록의 결과는 무엇인가?

제3세션 좌장 아마레스와르 갈라 교수는 세션 주제를 간략히 소개했다. 제3세

션은 지금까지 적용된 방법론, 즉 목록 시스템의 기본 특징을 살피는 데 중점을 

두었다. 발표는 일본 문화청 아이카와 노리코 교수와 중남미무형문화유산보호지

역센터 페르난도 빌라포르테 메디나 사무총장이 진행했다.     

아이카와 교수는 협약으로 목록 시스템을 적용하게 된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

했다. 아이카와 교수에 따르면 목록 시스템 적용 초기에 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

들은 찬성했으나 유럽 및 남미 국가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각국의 목록 등재 열의가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목록 시스템은 수많은 제약과 

단점을 드러냈다.  

메디나 사무총장은 목록의 장단점을 직시하고 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여

러 관점에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목록 시스템

의 두 가지 주요 문제점은 일부 지역이 과다 대표되고 목록들이 선의(good faith)에 

의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메디나 사무총장은 목록 시스템이 미친 영향과 

무형유산 보호에 기여한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패널토론

양쯔 중국 C2센터 사무총장 

양쯔 사무총장은 협약에 의해 시행된 목록 시스템을 맥락에 따른 도구로 봐야 

한다면서 토론을 시작했다. 양쯔 사무총장은 도구의 효과는 성취해야 할 과업, 도

구 사용자, 도구 사용 방법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자신

의 주장을 부연했다. 양쯔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가 목록에 내재된 장단점을 평가

하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랐다. 목록 자체만으로는 평가를 내릴 수 없다는 것

이다. 목록은 맥락 속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목록이 어떻게 사용되고, 

누가 작성하고 있으며, 그 목록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쯔 사무총장은 또한 목록 시스템이 성공 또는 실패라고 단정하

기보다 맥락에 맞게 조정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실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

이라고 주장했다. 

양쯔 사무총장은 메디나 사무총장의 발언에 동의했다. 즉 목록의 효용성 평가

를 정확히 내리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 형식에서 개선할 점

이 있다는 사실에는 인정했다. 목록 시스템은 아직 시험 중이며, 보고 방식도 여

전히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록이 무형유산 보호에 미친 영향을 성급히 판단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박상미 교수는 인류학자로서 무형유산 목록 시스템에 의구심이 든다고 언급

했다. 그러나 목록이 인식 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아울러 

목록이 문화 간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즉 장단점이 모두 있다는 것이다.

박상미 교수에 따르면 목록 시스템은 서열화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단점도 안

고 있다. 유산 종목이 목록에 등재되면 모니터링이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등재 

후 목록의 효용성 평가는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 박상미 교수는 이에 따라 다른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미 교수는 이어 목록 시스템의 장점들을 제시했다. 목록은 현재 국가 차원

에서 작성되고 있지만 여러 층위의 주체들이 사용할 수 있다. 즉 공동체, 연행자, 

국가, 나아가 국제 차원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박상미 교수는 목록 시스템이 협약의 일환으로 유지되길 바란다는 희망을 피

력했다. 그러나 현행 시스템에 단순히 의존하기보다 앞에서 언급한 각 층위의 주

체들이 목록 작성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

했다. 현재와 같이 국가가 목록 작성 및 실행을 주도하는 경우 지역 공동체가 공

정하게 대표로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유네스코는 서열화 및 과다 또는 과소 대표

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과 긴밀한 협조 안에서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박상미 교수는 목록 작성을 위한 전문 지식과 자금 지원을 공동체에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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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자유토론에서는 무형유산 종목이 목록에 등재되고 나면 해당 종목의 보호가 소

홀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패널은 목록에 등재된 한국의 전통 

민요 ‘아리랑’을 예로 들면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맞서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

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묻는 패널도 있었다. 그는 이들의 삶에서 어떤 면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지켜야 하느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박상미 교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계가 유네스코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라고 

답했다. 박상미 교수는 소규모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그들의 무형유산 및 전통, 생

활양식의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무형유산의 보호는 단

순히 개별 전통의 보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전체를 보호하고 공동체 구

성원들의 권익 향상과 명확한 정체성 확립에 기여함으로써 공동체의 자립을 돕는 

모든 지원 정책을 포괄한다.  

양쯔 사무총장은 공동체 구성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박상미 교수의 의견에 동의

했다. 방법론 측면을 언급한 양쯔 사무총장은 공동체와 무형유산이 위험에 처한 

경우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는지 정확히 가늠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이러한 장

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해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공동체와 

무형유산은 저마다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 똑같은 전략을 모든 경우에 적용하기

보다 상황별로 장애물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분석하여 각 공동체의 요구에 부응하

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아이카와 교수는 목록 등재 유산의 추후 경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적용되는 

방법을 자세히 제시했다. 국가는 해당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

고 목록 등재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상세히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공

동체와 무형유산의 지원 유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세금 감면, 정부 보

조, 인증제도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 정책은 

모두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아이카와 교수는 보고서 작성 의무가 각국 정부에 

공동체 지원 조치를 마련하라는 압박으로 작용한다고 꼬집었다. 아이카와 교수는 

목록은 완벽한 시스템이라 할 수 없지만 조치를 취해 긍정의 결과를 얻은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메디나 사무총장은 공동체 강조가 2003년 협약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서 유네

스코에 강한 신뢰를 보였다. 메디나 사무총장은 지역 공동체 중심 활동이 유네스

코의 최대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갈라 교수는 무형유산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NGO에 관한 논의가 부

족하다고 지적했다. 갈라 교수는 공동체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기 위해 무형유

산 보호 방법과 그 결과에 대한 소통을 촉구하며 네트워킹 및 정보 공유의 필요성

을 역설했다. 

세션 4.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형유산 보호 과제는 무엇인가? 

박성용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정책사업본부장은 제4세션의 좌장을 맡

았다. 박성용 본부장은 이론 중심의 전날 발표와 달리 제4세션 발표자들이 사례

를 구체화해 제시하면서 무형유산 보호 정책을 실행하는 현장에 중점을 두고 발

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4세션의 발표를 맡은 우르트나산 노로브 몽골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 이사장, 티민리 레 베트남 문화유산가치증진연구센터 소

장, 파로가트 아지지 타지키스탄 문화부 차관, 아난야 바타차리아 인도 방글라나

탁 대표, 다카하시 아카쓰키 유네스코아피아사무소 문화담당관을 소개했다.

노로브 이사장은 몽골이 개발한 무형유산 보호 프로그램의 성공 실행과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과의 협력이 몽골의 유산 보호에 기여한 바를 설명했다. 

티민리 레 소장은 베트남이 무형유산 보호 및 목록 작성에서 달성한 성과와 직

면한 어려움에 관해 보고했다. 티민리 레 소장은 전날 회의에서 제기된 모든 사항

은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는 사례를 제시하며 강조했다. 또한 이

미 시행되고 있는 방법들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데르비셰프는 아지지 타지키스탄 문화부 차관을 대신하여 발표를 진행했다. 타

지키스탄의 스승과 제자 관계로 이루어진 도제제도의 영향력을 역설하고 이로써 

무형유산의 부흥과 교육을 통한 공동체의 진정한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고 주장

했다.  

바타차리아 대표는 절멸 위기에 빠졌다가 소생하여 결국 전 세계의 명성을 누

리게 된 무형유산 종목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나 바타차리아 대표는 지나친 홍보

와 맥락 없이 연행되는 무형유산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우려했다. 바타차리

아 대표는 무형유산의 상업화 문제를 지적하며 진정성을 고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다카하시 문화담당관은 아태지역의 무형유산 보호정책 시행 이력과 현황을 간

략히 설명했다. 특히 소규모 도서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다카하시 문

화담당관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태평양 도서국에서의 무형유산 보호 증



 285284

  부록   국제회의보고서

진을 위해 대규모 문화행사 개최를 제안하는 한편 각국이 자연 재해를 포함한 여

러 재난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무형유산이 기여한 바를 설명했다.  

박성용 본부장은 다섯 명의 발표자가 제시한 주요 이슈들을 간략히 정리했다. 

먼저 전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설명하며 사례 연구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스승-제자 관계의 전통 도제제도를 바탕으로 한 접근 방

식을 실제 활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팀 커티스 문화부장이 전날 제안한 바와 

같이 고등교육 기관에서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교육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지적

했다. 박성용 본부장은 또한 다섯 명의 발표자들이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현실성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높이 평가했다. 이들이 제시한 방법은 지속 가능한 개발, 

공동체 회복력 복원, 무형유산 수호자로서의 공동체 역할 강조 등을 바탕으로 하

고 있다. 박성용 본부장은 토론에 참여할 패널들을 소개했다. 

패널토론

로저 자넬리 미국 인디애나주대학교 민속학과 석좌교수

로저 자넬리 교수는 세 가지 이슈를 언급하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무형유산 

보호에 관한 이슈다. 자넬리 교수는 무형유산의 관찰자로 남아 있는 것이 가능한

지를 물었다. 무형유산은 살아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단순한 관찰보다 참여를 통

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슈는 젊은 세대의 교육에 관한 것이다. 자넬리 교수는 무형유산 보

호의 필요성과 이행 방안으로 젊은 세대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발표자들의 

의견에 동의를 표시했다. 자넬리 교수는 참가자들에게 젊은 세대가 무형유산 보

호 증진에 앞장서도록 촉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더욱 효율 높은 전략이 있

으면 이 자리에서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세 번째 이슈로 자넬리 교수는 민족 다양성을 언급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공

동체는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세계화 추세에 맞서 문화 다양성을 지켜야 할 필

요성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민족 특성에 따라 필요한 전략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보호 방법으로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개별 민족 특성에 맞춰 적용하는 것

을 제시했다. 

아데 메일리알라 인도네시아 타마미니 대표

아데 메일리알라 대표는 먼저 노로브 이사장에게 몽골 전체 인구에서 유목민

이 차지하는 비중을 물었다. 이어 몽골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관해 언급

했다. 메일리알라 대표는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전용 공간을 만들어 젊은 세대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겪은 개인의 경험과 사례를 소개했다. 메일리알라 대표는 노

로브 대표에게 몽골 정부는 그러한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했다.

메일리알라 대표는 이어 아지지 차관의 발표문을 대독한 다스탄 데르비셰프

에게 전통을 보호하는 최고의 ‘전통’ 방식이라는 점에서 도제제도를 높이 평가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통 지식의 전수를 위해서는 전통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메일리알라 대표는 바타차리아 대표의 발표에 덧붙여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이 

무형유산 보호 활동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한 성과 사례를 제시했다. 무형유

산의 연행을 통한 생계 활동은 유산 보호와 함께 공동체 자립에 기여하는 동기부

여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메일리알라 대표는 다카하시 문화담당관에게 지리 영향과 소규모 도서국이 극

복해야 하는 여러 제약을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플로라 미라노 필리핀대학교 교수

플로라 엘레나 미라노 교수는 필리핀의 사례를 제시하며 무형유산 보호가 지역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과거 자국의 정부로부터 주목을 받

지 못한 소규모 공동체들이 미국의 독립 기념일에 초청을 받아 워싱턴에서 공연

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미라노 교수는 무형유산 보호 방법은 지속된 조정이 요구되고, 시행착

오를 거쳐 수행되며,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문화가 살아 숨 쉬도록 환경을 조성하

고, 내재된 생명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상황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라노 교수는 필리핀 남부 지역에서 사용된 방식과 다른 면모를 보이는 필리핀 

북부 지역의 방법들을 소개했다. 미라노 교수에 따르면 이 상황은 달라서 같은 방

법을 적용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그는 너무나 많은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매일 

새로운 전략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라노 교수는 문화 관련 종사자들의 경우 정부 계획, NGO 활동, 지역 공동체, 

국가 경제, 교역 및 산업 등 공동체와 그들의 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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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급변하는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불확실성에도 적응과 혁신으로 각자의 고유

한 역사와 장소에 부합되는 무형유산 보호 방법을 지속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는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류호철 안양대학교 문화정책학과 교수

류호철 교수는 먼저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과 관련, 노로

브 이사장의 발표 내용을 언급했다. 이들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무형유산에 

관해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류호철 교수는 목록과 관련하여 

전날 발표된 내용을 언급했다. 목록 작성은 결과나 목표가 아니라 무형유산을 보

호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소년 교육이 

필수라고 류호철 교수는 말했다. 젊은 세대가 무형유산에 노출되어야 조기에 무

형유산 보호 개념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류호철 교수는 무형유산은 살아 있

는 유산이기 때문에 목록 작성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노로브 

이사장이 몽골 사례를 발표할 때 언급한 내용이기도 하다. 류호철 교수는 이러한 

유형의 프로젝트로 젊은 세대를 교육한 경험이 있다면 관련 지식을 공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호철 교수는 자국의 흥미로운 문화 관련 사례를 제시한 바타차리아 대표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류호철 교수는 무형유산 보호에 대한 인식 향상은 바로 공동

체에 돌아갈 큰 혜택에서 기인한다고 표명했다. 예를 들어 공동체의 경제 활성화

라는 순기능이 있다. 한국은 문화의 활용이 장려되는 대표 국가다. 지역 공동체들

은 사회 결속 증진을 위해 그들의 전통을 공유하고 있다. 무형유산은 보호 대상에

서 살아 있는 유산으로, 보존보다는 변화와 연행을 통해 보호되어야 하는 유산으

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류호철 교수는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 인

식 제고에 임돈희 교수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류호철 교수는 무

형유산을 경제성 자원으로, 공동체의 자립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문화의 상업화라는 문제와 맥이 닿아 있다고 피력했다. 연행자는 청중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따라서 청중의 취향에 맞출 수밖에 없다. 이는 그들이 보유한 문화

의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류호철 교수는 바타차리아 대표에게 자신이 활

동하는 공동체에서 상업화 문제에 직면한 적이 있는지 질문했다.  

자유토론

노로브 이사장은 먼저 메일리알라 대표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몽골 인구의 3

분의 1 이상이 유목 생활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유목 생활

을 버리고 시골을 떠나 도시로 가서 돌아오지 않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몽골의 무형유산은 위험에 직면에 있다. 그러나 정부는 유목민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몽골 정부가 주

도하는 한 프로그램은 젊은 세대가 무형유산 전통을 전승할 수 있는 전용 공간 조

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은 무형유산과 관련된 기예와 다양한 종목을 

전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노로브 이사장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

하고 있는 정부, NGO, 보유자, 전승자 등은 무형유산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베트남의 목록 등재 유산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질문을 받은 티민리 레 소장은 

모니터 결과를 평가하고 공동체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마련된 시스템에 관해 설명

했다. 티민리 레 소장은 지역 공동체는 모니터링 결과를 매년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티민리 레 소장에 따르면 각 주와 도시는 지방정부 산하 문화유

산부에 보고해야 하며, 이는 다시 중앙정부와 유네스코에 보고해야 한다.       

다카하시 문화담당관은 지금까지 시행된 방법들에 관한 자넬리 교수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라투아부아부아 문화담당관에게 무형유산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 제고를 위해 지금까지 시행된 전략들과 관련 사례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라투아부아부아 문화담당관은 대가족이 다수 거주하는 한 마을을 사례로 제

시했다. 이 마을에서는 부모, 조부모 등 일가친척이 모두 각 자녀의 교육에 참여

한다. 따라서 자녀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일가친척들로부터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유산과 전통 기술을 익힐 수 있다. 그러나 라투아부아부아 문화담당

관은 이러한 마을이 사라지면서 전통 기술도 함께 소멸의 길을 걷고 있다고 우려

했다. 이어 무형유산 교육 워크숍과 보호를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하면 젊은 세대

의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공식, 비공식 교육 모두 효

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지지 차관의 발표문에 제시된 도제모델도 효과

가 있겠지만 무형유산을 공식 교육에 편입시켜 사회 구조 내에 활용하는 것도 무

형유산 보호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라투아부아부아 문화담당관은 

팀 커티스 문화부장이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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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티스 문화부장은 전날 회의에서 무형유산 보호 증진을 위해서는 고등교육 기관

과의 공식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팀 커티스 문화부장은 무형유산 보호 관련 내용을 중등교육 과정에 편입시키

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했다. 그러나 실제로 실행되기까지는 매우 어

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부 장관과 교과 과정 개발 담당자들은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관련 내용의 교과 과정 포함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어서 관계자

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명확한 논리가 필요하다.   

커티스 문화부장은 현재 아·태 지역 4개국에서 교수 모듈(teaching module)을 개

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 국가에 수백 개의 문화 공동체가 존재하는 상황

에서 모든 것을 아우르는 교과 과정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커티스 문화부장

은 공동체의 참여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커티스 부장에 따르면 무형유산 보호를 교육 과정에 포함시킨다는 개념 자체에

는 문제가 없지만 실제 적용할 경우 복잡한 과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

할 수밖에 없다. 이미 개발된 모듈도 적용상의 난맥으로 교과 과정에 편입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타차리아 대표는 상업화라는 부작용을 겪지 않으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

한 무형유산의 활용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답변을 제시했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서 상업화 문제를 인정했다. 공동체는 무형유산 공연을 보는 청중의 요구에 부합

하고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 그들이 거래하는 시장의 속성을 이해해야 한다. 이 과

정에서 유산의 진정성이 소실되기도 한다. 바타차리아 대표는 사례로 족자 전문 

화가를 들었다. 전통을 보호하는 족자 전문 화가와 일반 화가 사이에는 차이가 엄

연하게 존재한다. 일반 화가는 족자 전문 화가를 모방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

도 여전히 족자 전문 화가는 아니라는 것이다. 

커티스 문화부장은 경우에 따라 상업화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상

업화가 진전되면 무형유산의 가치가 소멸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커

티스 부장에 따르면 무형유산의 소멸은 연행자가 자신의 기예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 때 일어난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이 공동체가 보기에 경제성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결국 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 공동체의 경제 활성화와 

무형유산 보호 증진 노력을 동시에 지속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갈라 교수는 무형유산 연행자와 연행 환경의 밀접한 관련성을 언급했다. 갈라 

교수는 맥락에서 벗어난 무형유산의 연행으로 결국 진정성을 훼손시키게 하는 상

업화의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 사례 연구와 그 결과의 공유를 더 활발하게 이루어

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적용된 방법이 효과를 보지 못한 

사례를 공유하게 되어 고무됐다고 밝혔다. 또 실패에서 교훈을 배우는 것이 중요

하며,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를 모두 연구하는 것이 방법론 개선에 필요한 일이라

고 지적했다. 갈라 교수는 네트워킹을 통한 지식 공유 활성화를 제안했다.      

아이카와 교수는 상업화는 남용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일부 개인들이 무형유산으로 금전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가운데 간혹 

연행자가 아닌 경우도 발생한다. 아이카와 교수는 정부, 민간기업, 지방정부 등에 

의해 상업화가 악용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아이카와 교수는 갈라 교수의 말에 동

의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용 본부장은 심도 있는 주제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 토론자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회의는 이삼열 사무총장의 마무리 발언 후 서기 요

약문 제출과 함께 만차차리타디푸라 대표의 폐회사를 끝으로 이틀간 진행된 막을 

내렸다.     

기록 및 정리 : 다니엘 조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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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약력

기
조
발
제

▶ 투 웨이밍

현재 베이징대학교 인문학과장 및 인문학연구소 소장, 하버드 
대학교 아시아센터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중국 사상 연구의 
제일인자로 손꼽힌다.

Session 1

발
표

▶ 팀 커티스

현재 유네스코방콕사무소 문화부장으로 동남아시아 유네스코 
문화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으며, 문화인류학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발
표

▶ 아마레스와르 갈라

현재 국제인클루시브박물관 관장이며, 국제박물관협회 최고집행 
위원회 부회장 및 아태지역 집행위원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토
론

▶ 임돈희

현재 동국대학교 석좌교수이며, 문화재청 무형문화재분과위
원장직을 맡고 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걸작선 국제 
심사위원을 지냈다.

토
론

▶ 가우라 만차차리타디푸라

현재 인도네시아 문화차관 자문관이며, 인도네시아 와양사무국 차장
으로 활약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전통인형극 ‘달랑’의 기능보유자다.

 Session 2

발
표

▶ 로데스 아리즈페

현재 멕시코국립자치대학교 교수이자 다학제간연구지역센터 
장직을 맡고 있으며, 유네스코 본부 문화 분야 사무총장보를 지냈다. 

발
표

▶ 이삼열

현재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이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및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사무총장, 한국철학회장을 역임했다.

토
론

▶ 한경구

현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 문화
인류학과 한국사회과학저널 편집장을 지냈다. 

토
론

▶ 아디 메레 라투아부아부아

현재 피지 태평양유산허브 문화담당관이며, 피지 교육유산문화
예술부 문화유산국 문화개발부장으로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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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3

발
표

▶ 아이카와 노리코

현재 일본 문화청 무형유산 자문위원 및 유네스코 대표목록 심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본부 무형유산과장을 역임 
하였다.

발
표

▶ 페르난도 빌라포르테 메디나 

현재 중남미무형문화유산보호지역센터(CRESPIAL)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으며, 페루 교육부 국제개발 사업 전문가로 활동했다.

토
론

▶ 양쯔

현재 아태지역 국제무형유산훈련센터(CRIHAP) 사무총장으로 있으며, 
중국 문화부 대외문화협력국 부국장을 지냈다.

토
론

▶ 박상미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다. 2007년 하버드대학교 
인류학과 객원학자로 재직한 바 있다.

Session 4

좌
장

▶ 박성용

현재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정책사업본부장이며,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및 중앙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발
표

▶ 우르트나산 노로브

현재 몽골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며, 유네스코몽골 
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발
표

▶ 티민리 레

현재 베트남 문화유산가치증진연구센터 소장으로 있으며,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유산국 부국장을 지냈다.

발
표

▶ 파로가트 아지지

현재 타지키스탄 문화부 차관이자 무형유산 비정부기구 오담 
바올람 (Odam va Olam)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타지키스탄 
국립보존과학원 부총장으로 활동했다.

발
표  

▶ 아난야 바타차리아

유네스코 인가 비정부기구인 방글라나탁(Banglanatak) 대표로서 현재 
인도 무형유산 및 관련 공동체의 진흥을 위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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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4

발
표

▶ 다카하시 아카쓰키

현재 유네스코아피아사무소 문화담당관으로 있으며, 유네스코아시아 
태평양문화센터(ACCU) 사업 전문가로 활동했다.

토
론

▶ 로저 자넬리

현재 인디애나대학교 민속학, 민속음악과, 동아시아언어 및 문화 
교수다. ‘무형유산 전승과 개선 방안’ 등 다수의 논문을 저술하였다.

토
론

▶ 아데 메이리아라

인도네시아 소수민족의 전통문화를 보호하는 기관인 타만미니
(Taman Mini Indonesia Indah) 대표다.

토
론

▶ 플로라 엘레나 미라노

현재 필리핀대학교 예술 언어대학과 교수이며, 필리핀 국가문화예술
위원회의 국가민속예술가상(GAMABA)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토
론

▶ 류호철 

현재 안양대학교 문화정책학과 교수이며, ‘문화의 원형 보호와 
문화유산 관리’ 등 다수의 논문을 저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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