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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인류의 사회문화적 발전 양식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세대를 거쳐 전승되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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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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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한편으로, 문화산업의 발전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무형문화유산의 남용과 

전승자의 권익 침해의 문제가 우려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네스코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를 중심으로 무형문화유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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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으로 인식되어온 무형문화유산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데 난점이 있을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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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우리의 무형문화유산의 무분별한 상업적 남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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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의 혜안점을 찾기 위해 아태무형유산센터는 지난 10월, 무형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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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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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의 법적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었으며 건설적인 방안들이 제시되

었는데,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내용들을 책자에 담았습니다. 



특히 회의에서 다루어졌던 무형문화유산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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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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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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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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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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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를 발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본 회의에서 개회사를 맡아주신 최태

용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기획이사님, 1부 좌장을 맡아주신 임돈희 동국대학교 석좌

교수님, 또한 협력기관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철남 교수님과 육소영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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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아태무형유산센터 소장

박 성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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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논의의 발단

형문화유산과 지적재산권의 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무형문화유산 분

야의 최신 국제 규약이라고 할 수 있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2003)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적극적

으로 취급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았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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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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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이 이러한 국제 조약에 근거해 부여받은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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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권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하지만 협약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정의 및 범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미 지적재산권의 영역에서 지속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어온 것이 엄연한 사실이

다. 즉, 유네스코 및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등의 국제회의에서 무형문화유산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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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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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발전과 정보 접근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져 왔다.

따라서 향후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으로서 지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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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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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태무형문화유산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이하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주요 활동

을 전개함에 있어서 그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적 과제를 개발하는데 중요한 준거

를 마련해 줄 것이다.

우선 무형문화유산과 지적재산권과의 관계를 따지기에 앞서 먼저 지적재산

권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흔히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인간 정신으로부터 나오는 창작물에 

대한 보호 권리로서, 지적소유권이라고도 하며, 지적재산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

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이를 “문학·예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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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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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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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중으로 하여금 

창작물에 대한 적법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3) 

물론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는 범위와 보호 장치의 존재 여부도 국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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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오늘날과 같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정보가 전파되는 시대에는 누군가 오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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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 지적재산권 문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

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특히 정보와 네트워킹을 중점기능으로 하고 있는 아태무

형유산센터가 풀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번 회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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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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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Use, p.3).

3_   WIPO, 상게서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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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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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Ⅱ. 유네스코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간의 논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에 관한 논의는 국제적으로 오랜 기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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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아직까지 이렇다할만 한 결과물을 도출해 내고 있지 못하다.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및 긴급보호목록 등으로 잘 알려진 유네스코 무형문

화유산보호협약이 채택까지의 배경에는 유네스코UNESCO와 세계지적재산권기

구WIPO 간의 민간전승표현물 보호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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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저작권의 적용 측면에서 민간

전승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란 현실적이지 못한 것으로 여겨졌다.5) 

유네스코는 1982년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와 공동으로 ‘불법 및 여타 편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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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1984년에는 이 모델 법률에 기초한 국제규약 개발을 시도하였다.6) 그러나 국

제 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이러한 시도 역시 시기상조로 결국 국제적인 법적 규

범을 만드는 작업은 다시 실패로 끝났다. 

이후 유네스코는 1985년부터 세계지적재산권기구와의 지적재산권 논의를 

접어 둔 채 전적으로 국제적 접근만을 시도하였으며, 1989년에는 ‘전통문화 및 

민간전승 보호를 위한 권고안’이 채택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이후부터는 유네스코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서로 다

른 각자의 길을 걷게 된다. 유네스코는 ‘무형의 문화유산’이라는 개념을 발전시

켜 세계유산과 더불어 목록 작성의 방법을 채택하게 되었고 그 결과 2003년에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제 규범을 설립하게 되었다.

한편,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2001년부터 지적재산권과 유전자원, 전통지식 

5_   아이카와 노리코, 「무형문화유산협약 제정에 관한 역사적 개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뮤지엄 인터네셔

널』, 제221, 222호, 한국어판 특집호, 2004, p.83.

6_   상게서.



188

무
형

문
화

유
산

 보
호

와
 지

적
재

산
권

 -
 동

향
과

 과
제

및 민간전승에 관한 정부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공

동체 속에서 발전되어 온 전통지식의 체계와 예술적 표현물들을 지적재산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지적재산권 형태의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결국 유네스코는 유산 개념을 도입하여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라고 하는 국제

적 규범으로 방향을 선회하였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지적 재산의 공적 영역

으로서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표현물 제 6차 정부간위원회에서 민간전승물folkore

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의미에 대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공동체가 있어 정부간위원회 명칭 표현을 제외하고는 전통문화표현물7)에 대한 

논의를 아직까지 지속하고 있다.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 3조 2항은 “지적재산권 또는 생물학

적, 생태학적 자원의 이용과 관련하여 국제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의 권리 및 의

무에 영향을 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즉, 아직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서는 무형문

화유산보호협약이 관계하지 않겠다는 의도이다.

하지만, 유네스코의 이러한 조치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통해 법적 구속력

을 가하는 것이 아직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세계화 및 도시화의 과정에서 훼손 혹은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하루속히 보호하기 위해서 무형문화유산의 목록작성이라고 하

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 것이지 지적재산권을 통한 무형문화유산의 보

호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이미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국제적 규범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유

네스코 193개국 회원국 중 2010년 10월 현재 협약 가입국 수가 131개국이나 된

다. 2003년도에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채택되고 2006년에 발효된 이래 10년

이 되기 전에 유네스코 회원국 중 67%의 국가들이 협약에 가입을 하였으며 무형

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열띤 논의와 함께 긴급보호목록 및 대표목록 등재 작업이 

이미 시작되었다.

한편,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또한 지난 9년간 16회에 걸쳐서 유전자원, 전통지

7_   제 6차 정부간위원회에서 민간전승(folkore)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의미에 대하여 유보적 

입장을 취하는 공동체가 있어 정부간위원회 명칭 표현을 제외하고는 전통문화표현물(TCEs: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오기석, 「전통문화표현물 보호에 관한 국제 논의 동향」, 아태

무형유산센터, 『유네스코 카테고리2 기구 활동을 위한 전문가 회의 보고서 :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

권』, 2009,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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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및 민간전승과 지적재산권에 관한 정부간위원회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전통문화표현물 보호에 관한 국제적 규범 초안을 작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

적재산권과 전통문화표현물(민간전승)』에 관한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유포하기

도 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무형문화유산 기록화Documenting, 녹화Recording, 디지

털화Digitising에 관한 지적재산권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여러 조사 연구를 전

개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유네스코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일련의 노력들은 무형문화

유산 또는 전통문화표현물로 불리는 명칭은 다르지만 중첩되는, 경우에 따라서

는 동일한 대상에 대한 보호 활동이며 결국 상호간의 공조 내지는 협력이 필요

한 부분이다. 즉,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지적재산권을 통한 전통문화표현물에 

대한 보호 노력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무관하지 아니하며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에 있어서 그 중요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어야 할 영역이다.

 Ⅲ. 무형문화유산 보호 : 새로운 접근과 2003년 협약

1. 문화유산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금세기 들어 각국의 문화정책은 문화자원 활용과 문화자본 육성에 보다 역

점을 두고 있고, 이러한 정책적 기조에서 각 국가 고유의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이 크게 주목받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새로이 각광을 받고 있는 문화유산에 관한 기존의 개념은 사실상 인

류학에서 비롯된 일방적인 통념이 오랫동안 지배해 왔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

다. 이는 무형문화유산과 유형문화유산 간 양분화를 낳았는데, 즉 문화를 고급

문화high culture와 그렇지 않은 문화로 분리하여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의 유산은 

문명사회의 유산으로, 그리고 과거 아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유산을 원시

사회의 유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그것이다. 

또한 작품의 형식과 크기를 중시하는 모뉴멘탈리즘monumentalism은 유형문화

유산과 아태 지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발전한 무형문화

유산 사이에 서열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이분법적 접근은 2003년 유네스코 무

형문화유산보호협약 체제 이전의 문화유산 관련 국제규범에 영향을 끼쳤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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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그간 수립된 국제규범은 주로 유형 유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

나 국제규범에서 다루어진 문화유산의 개념은 점차적으로 확장되어 비물질non-

material문화유산 및 자연유산까지도 두루 포함하게 되었으며, 문화적 다양성을 

표현하는 문화 원천으로까지 의미가 발전하게 된다. 

지난 수십 년 간 문화유산의 개념 확장과 함께 보호 수단의 강화가 이뤄져 

왔으나,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채택과 2006년 동 협약 발효를 

통해, 오랜 과제였던 유·무형유산 간 보호 정책 상 불균형을 실질적으로 해소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문화다양성과 문화 간 대화를 지향하는 21세기의 문화

정책 패러다임의 중심축이 유형문화유산에서 무형문화유산으로의 전환기를 맞

이하고 있다.  

2. 무형문화유산 범주와 협약 운영상의 특징

2003년 제3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서른 번

째 가입국인 루마니아(2006년 4월 20일)가 협약에 가입하면서 채택된 지 3년 만

에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을 ‘관습, 표출, 표현, 지식 및 기술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 사물, 공예품 및 문화 공간 모두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

으며, 무형문화유산의 범주를 구전 전승 및 표현oral traditions and expressions, 공연 예

술performing arts, 사회적 관습·의례 및 축제social practices, rituals and festive events,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 전통 공

예기술traditional craftsmanship8) 이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인류 문화발전과 관련

된 거의 모든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의 ‘보호safeguarding’ 

활동으로서 확인identification, 기록documentation, 조사research, 보존preservation, 보호

protection, 증진enhancement, 전승transmission, 유산의 활성화revitalization 등 유산의 생명

력viability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열거하고 있다.9)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반영하고 있는 본 협약에서 강조하

고 있는 내용 중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약은 무형유

8_   UNESCO,「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03, Article2, Paragraph2.

9_   Ibid, Article 2, Paragrap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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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공동체와 집단, 개인에 의해 끊임없이 생산 및 전승된다는 사실을 인지하

고 이들 전승 주체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한다. 둘째, 지속가능한 발전 측면에

서 무형문화유산이 공동체의 삶에 이득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보호라는 미명

하에 공동체가 불필요하게 간섭받지 않아야 한다. 셋째, 무형문화유산의 범주는 

전통·역사·지방문화 이상을 의미하며, 또한 기·예능을 넘어서서 그것과 관

련된 공예품, 장소, 관습까지도 포함한다. 넷째, 협약 내에서 “기존 인권에 관한 

국제규약과 양립하는 무형문화유산만을 고려한다”고 밝힘으로써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 시 인권문제에도 함께 주목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본 협약은 기나긴 국제적 논의와 제안을 집대성한 포괄적인 국제규

범이라는 점과 더불어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형·무형문화유산 간 불균

형을 해소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 이외에도 몇 가지 특이점을 들 수 있다. 

즉, 1972년 협약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세계유산

목록 등재 기준으로 삼은 반면, 2003년 협약은 이에 대한 평가를 배제하고 공동

체와 연행자가 유산의 가치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더불

어 유산의 ‘진정성authenticity’ 아닌 ‘생명력viability’을 강조하였으며, 단순히 ‘유산목

록 등재listing’가 아닌 ‘모범사례Best Practice 보급’에 초점을 맞추어 보호 활동을 중

시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Ⅳ. 인류의 무형문화유산 - 그 다양한 가치價値 분석

문화유산 보호 활동의 논리적 근거에 있어서도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판단

의 문제가 핵심적인 위치에 선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상황과 관점에 따라 특정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상이 할 수 있지만, 어떤 방식이든 문화

적 산물에 의미를 탐구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활동은 시대를 막론하고 지속되어 

왔다.

문화유산의 특성상 그 이론과 실제에서는 공익이나 공공가치에 중심을 두는 

경향이 강하므로, 이번 발표에서는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개인의 이해관계나 

사익의 관점 보다는 공익적인 가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유산의 ‘가치’는 사

람들이 유산에 관심을 갖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데 동인motif을 제공한다. 아울

러, 공공의 이익은 유산 보호를 위한 법률 및 제도적, 정책적 및 재정 지원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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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화시켜 주는 것이기도 하다.10) 

우선,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을 살펴보면, 법률상 문화재의 보호는 민족문

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

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

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11) 특히 무형문화유산의 경우 무형의 문

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확인12)하고 있다. 무

형유산과 관련해서 문화재보호법에서 열거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는 일

반의 이해가 용이할 것으로 사료되어 여기서는 부연 설명은 생략하고자 한다.

한편으로 국제사회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적 진화와 관련 국제규범의 

발전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이 지닌 다양한 가치에 대한 논의와 공감대가 형성되

어 왔다. 이번 발표의 키워드인 무형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 설

명이 필요하므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유산의 내재적 가치, 파생적 가치 그리고 

제도적 가치로 분류한 문화유산 가치 이론의 틀13)을 활용해 기존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 환경에서 주목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다양한 가치에 대한 분석

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내재적 가치는 해당 문화유산의 본질이나 특성 자체가 주는 가치로, 대체로 전문가

나 개인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역사적, 상징적, 미학적, 통합적 가치 등이 

이에 해당된다. 무형문화유산은 역사적 전통을 배경으로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전승

해 온 공동체의 독특한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특히, 인류가 미적 성취를 위해 

그동안 갈고 닦아온 무형의 기·예능은 그러한 노력의 산물인 것이다. 아울러, 유형문

화유산과 자연유산이 상호 밀접한 의존 관계에서 발전해 왔다는 점에서 그 통합적 가

치를 찾을 수 있다.

10_   Jelka Pirkobic, 「Institute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of Slovenia.」

11_   문화재보호법 제 2조 ①.

12_   문화재보호법 제 2조 ①의 2.

13_   Jelka Pirkovic의 발표문 「Definition of public interest as one of Faro requirements」에서 문화유산의 가치를 

내재적 가치, 파생적 가치, 제도적 가치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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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적 가치는 유산의 존재로부터 파생되는 이익이나 혜택에 해당하는 가치로 경

제적, 사회문화적, 교육 및 학술적, 환경적, 오락적 가치를 들 수 있다. 오늘날 무형문

화유산은 그 활용을 통해 관광 및 문화산업 전반에서 중요한 자원으로서 잠재적 경제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사회 문화적으로도, 무형문화유산은 사회적 연대감이나 

결속을 강화해 주며 정신적 세계나 종교적 가치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발전해 왔다. 

1989년 ‘전통문화 및 민간전승에 대한 권고안’14)에서도 전통문화가 다른 민족과 사회

계층을 하나로 묶고 그들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이자 인류의 보편적 유산

의 일부라고 강조한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의 역사적 발전 연구에 귀중한 학

술적 자원이 되며 각 사회의 역사성과 문화적 전통을 미래 세대에 교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제도·정책적 가치는 각 사회발전을 위한 과제해결에 있어서 유용한 제도 및 정책 

분야에서 유산이 가지는 가치를 의미하는데, 이는 민주적 가치, 문화다양성 및 창의성 

기여 가치, 발전 가치, 정체성과 지식 보급 가치15)를 들 수 있다.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서도 무형문화유산이 문화적 다양성의 원동력이자 지속가능한 개발의 보

장 수단으로 문화적 다양성 제고는 물론이고 인류의 창의성 진작에 기여16)한다고 밝히

고 있다. 아울러, 공동체와 집단에게 정체성과 지속성을 제공하며 공동체, 집단, 개인

의 상호 존중과 인권 존중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그 민주적 가치를 확인해 

주고 있다. 특히, 무형문화유산이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17) 

상기와 같이 문화 분야의 가치이론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이 가지는 내재적, 

파생적 그리고 제도·정책적 가치 분석에 따라 무형문화유산이 가지는 다양한 

양상의 잠재적 가치가 지대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 보호를 위

해서 각 국가의 제도 및 정책적 의지뿐만 아니라 해당 보유자와 공동체의 자생

력과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분야의 지적재산권 증진의 필

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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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_   Council of Europe Framework Convention on the Value of Cultural Heritage for Society, Faro, 27.X.2005.

16_    「2003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전문내용.

17_   상기 협약 제 2조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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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상 지적재산권 논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규약으로는 가장 최근인 2003년에 채택

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대표적이다. 협약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무형문화유산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공동체·집단과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

화유산의 일부로 보는 관습·표상·표현·지식·기능 및 이와 관련한 도구·

물품·공예품 및 문화 공간을 말하며, 세대 간 전승되는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및 집단이 환경에 대응하고 자연 및 역사와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재

창조되고 이들이 정체성 및 계속성을 갖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18)  

무형문화유산은 정체되어 있지 않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공동체, 집단 때

로는 개인에 의해 끊임없이 재창조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과연 누구에게 속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무형문화유산

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체에 의해 전승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협약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형문화유산을 둘러싼 공동체와 집단(개

인 포함)이 그들의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보

호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은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는 인류의 자산이며,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승 주체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무형문화유산 분야

에서는 지적재산권과 직접 결부된 이들이 바로 이 전승 주체라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주체가 주로 공동체라는 사실은 기존의 지적재산권

을 그대로 적용시키기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무형문화유산 분야와 

각 지역적 상황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겠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목적은 무형문화

유산 보호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참여를 장려하는

데 있다. 이는 효과적인 보호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자발적인 전승을 보장하기 위

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미묘한 갈등이 존재하는 것 같다.

특히 밴들랜드는 협약과 지적재산권의 관계에서 무형문화유산 정보를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가 부재한다는 우려가 관련 자료들을 공적 영역의 것으로 만들 

18_   이 협약의 목적상, 기존 인권에 관한 국제규약과 공동체·집단·개인 간 상호 존중 및 지속가능한 개발

에 대한 요청과 양립하는 무형문화유산만이 고려될 수 있다(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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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조치들이 당사국의 의무사항19)으로 된 것은 무형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둘러싼 공동체의 이익

에는 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20)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공동체의 지적재산권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 것인가’하는 문제 역시 공동체의 지적재산권 보장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무형문화유산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정보에의 접근성21)을 보장하는 것

은 대중의 인식 제고와 직결된 문제이다. 물론 협약에서는 관례를 어긋나지 않

는 범위에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관

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무형문화유산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바탕이 될 때 

온전히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의 보호22)방안은 다양한 

방법으로 폭넓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이 산재해 있고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생성, 가공, 보급을 위한 인프라가 상대적

으로 취약하다는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아태 지역에 무형문화

유산 보호를 위한 정보와 네트워킹을 중점기능으로 하고 있는 센터를 설립함에 

있어서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가 서명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지역무형문화

유산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설립에 관한 협정문에는 센터의 목적과 기능을 담고 

있다. 이중에서 지적재산권과 관계가 있는 조항은 제 7조로 ‘센터는 무형문화유

산 보급을 위해 축적된 무형문화유산 정보와 데이터 활용, 기록 및 정보 자료의 

생산 및 출판, 기록 및 정보 자료에 포함된 무형유산 실행자 및 창작자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촉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_   무형문화유산을 위한 기록기관의 설립 및 이러한 기관의 이용 편의 제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

약 제 13조 4항 3호).

20_   밴트 밴트랜드, 「무형문화유산과 지적재산권 : 도전과 미래의 전망」, 『무형문화유산의 의미와 전망』, 유

네스코한국위원회, 2004, p.75.

21_   무형문화유산의 특정 면모에 대한 접근을 규율하는 관례를 존중하면서 이러한 유산에 대한 접근의 보장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 13조 4항 2호).

22_   ‘보호’라 함은 특히 무형문화유산의 감정·기록·연구·보존·보호·증진·고양·특히 공식적·비공식

적 교육을 통한 전수 및 이러한 유산의 다양한 면모의 활성화 등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을 보장하기 위

한 조치를 말한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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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에 관한 쟁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문제는 국

제적으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커다란 진전을 보이

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및 긴급보호목록 등

으로 잘 알려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채택까지의 배경에는 유네스

코UNESCO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간의 전통문화표현물 보호에 관한 지적

재산권 논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

한 활동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다.

현재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한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과 관련한 지적재산

권에 관한 논의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무형문화

유산 보호의 수단으로서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정보화 시대에 중요한 이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적으로도 신지식재산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유전자원을 

포함한 이들 새로운 개념들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아태 지역의 무형무화유산 보호 활동에 있어서 ‘정보 및 네트워킹’이라고 하

는 중점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아태무형유산센터로서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

적재산권’이라고 하는 주제는 중요한 전략 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한·유네스코 

협정에 따라 익년부터 유네스코 전문기관의 역할을 담당할 아태무형유산센터가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선도하고 국내적 관심

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하였다.

이번 전문가 회의를 준비하면서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의 문제를 

특히 다음과 같이 제기해 보았다. 

1)   현재 세계지적재산권기구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통지식 혹은 전통

문화표현물 등의 개념, 그리고 이를 근간으로 논의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신지식재산권에 관한 논의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개념 혹은 무형문화유산 

보호 조치에 대해 어떻게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가? 국내외적인 논의

를 바탕으로 지적재산권 논의에서 직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개념과 무형

문화유산의 범주와의 관계를 조명해서 이 분야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영역

을 정립하는 이론 개발과 추진 과제의 설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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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형문화유산을 아우를 수 있는 전통자원권Traditional Resources Rights23) 과 같

은 포괄적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국내 지적재산권법 체제의 내재적 한계

의 극복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어떠한 정책적 접근을 취할 것인가? 머지

않은 장래에 자의 또는 타의로 기존의 지적재산권 보호 체제의 수정 내지 

보완 또는 새로운 제도sui generis system의 도입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판단

되는데, 이를 대비해서 무형문화유산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관과 

전문가와 협력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정책 대안 수립이 모색되어

야 할 것이다.   

3)   무형문화유산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지적재산권 보

호 방안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작업

과 같은 적극적인 수단으로서 기존의 목록 작성에 대해 무형유산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수단으로서 

주목해야할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지적재산권 제도가 공적公

的이고 집단적集團的 권리 보다 사적私的이자 개인적個人的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세대를 걸쳐 공공의 유산으로 전승되는 무형유산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상당히 남아 있다.

4)   무형문화유산의 지정 조사 및 기록 작성과 관련한 지적재산권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무형의 문화유산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해당 종목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를 인식하기 위한 지정 조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속성상 끊임

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 변화의 추이를 이해하기 위한 기록 작성이 요구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정 조사 및 기록 작성의 과정에서 수많은 지

적재산권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물

들에 대한 공개 및 활용에 있어서도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5)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일부 개인들 혹은 방송 관련 기관의 무분별한 초상

권 침해와 무책임한 정보 공개에 따른 피해를 들 수 있다.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촬영 기자재의 취급이 쉬워지고 온라인을 통해 간단히 정보를 공개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일부 개인이나 매체의 활동이 무형문화유

산 관련 공동체, 집단 혹은 경우에 따라 개인의 사적 영역까지 침해하는 사

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법적 규

23_   Darrell A. Posey and Graham Dutfield, Beyond Intellectual Property: Toward Traditional Resource Rights 

for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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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이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해가 부족하여 그 피해를 막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번 발제에서 제기된 이슈와 함께 구체적으로 담지 못한 다양한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서도 오늘 발표와 토론 과정에서 두루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태무형유산센터는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연구사

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특히 유네스코 및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등과 협력하

여 무형문화유산 분야를 포괄하는 지적재산권 증진을 위한 국제 전문가 회의 개

최 등 주도적으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적재산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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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통문화표현물 보호의 의의

가 내 지역 공동체 및 토착민Indigenous people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문화

표현물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 of Folklore: TCEs/EoF 1)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콘텐츠의 원천이라는 의의를 지니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제적 

수준으로의 보호는 원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전통문화표현물이 다양한 형태로 재가공 되어 이용되는 경우가 점점 증가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수익이 창출되기도 하지만 전통문화표현물 자체가 태동한 

지역 공동체, 토착민 또는 이의 계승발전에 기여한 자에게는 적절한 혜택과 수

익이 돌아가고 있지 않고 있다.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에 있어서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전통문화표현물이 

이용됨에 있어서 왜곡, 변형, 수정되어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문화표현

1_   사실 단어들 간의 의미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고, WIPO GRTKF 제6차 IGC 회의에서 ‘Folklore’란 단어

가 지니고 있는 부정적 의미에 대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간위원회 제

목내의 표현을 제외하고는 전통문화표현물(TCEs;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로 변경하기로 합의하

였음에도, WIPO 정부간위원회 회의 중에는 전통문화표현물, 민간전승물의 표현물(EoF; Expression of 

Folklore), 민간전승물(Folklore) 등이 동일한 의미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국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전통문화표현물에 관한 논의 및 전망

오기석

한국저작권위원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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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본래 목적과 의미가 다르게 왜곡, 변형, 수정되어 이용되는 상황은 전통문

화표현물의 태동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표현물의 유지 

또는 발전을 방해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해당 전통문화표현물이 속해있는 국가

나 지역 공동체 및 토착민의 문화적, 사회적 독자성이나 정체성을 훼손하는 등 

사회적, 국제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야기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

고 전통문화표현물을 국제적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법제도적 장치

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점에 주목하여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많은 국가들이 전통문화의 유지·

발전에 가장 적합한 수단이 전통문화표현물에 대한 국제적 수준으로의 보호에 

있음을 알고,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에 대한 법적장치를 자국법 내에 이미 마련

했거나 마련하기 위해서 논의 중에 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세계 각국은 전

통문화표현물의 국제적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등을 통한 지속적

이고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2000년 10월에 총회를 열어 유전자원, 전통지식 그리고 민간

전승물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GRTKF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

해 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IGC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전통문화표현물의 국제적 보호에 대한 논의도 이 정부간위원회를 통해 2001

년 4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0년 10월 현재 제16차 회의가 진행되었고, 금

년 12월에 제17차 회의가 스위스 제네바 WIPO 본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Ⅱ. 전통문화표현물 보호의 연혁2) 

1.   문학과 예술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의 ‘미발행 저작물’의 

국제적 보호규정(1967)

베른협약의 개정을 위한 1967년 스톡홀름 외교 회의에서 국제적 단계에서의 

민간전승물folklore의 저작권 보호 도입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베른협약의 스톡홀

2_   Consolidated Analysis of the Legal Protection of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WIPO, 2003, pp. 21-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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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1967)과 파리(1971)의 제15조 4항3)에는 미발행저작물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게 되었다.  이러한 개정 회의의 의도에 따라 채택된 베른협약상의 위 규정은 전

통문화표현물의 보호를 승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당시 특별히 전통문화표현물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요

구가 있었기에 이에 대한 반응으로도 볼 수 있다.

2.튀니스 모델 법(Tunis Model Law, 1976)

튀니스 모델 법은 국내 민간전승물을 위한 특별한 보호를 제시하고 있다. 예

를 들면, 보호를 받기 위해서 유형물에 고정될 필요가 없는 작품들, 그리고 그것

들의 보호는 시간적 제한이 없이 이루진다는 것들이 주요 내용이다.

3.모델 규정(The Model Provisions, 1982)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유네스코UNESCO의 후원으로 ‘불법이용 및 기타 

침해 행위들로부터 민간전승표현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입)법을 위한 모델 

규정’이 1982년 채택되었다. 

문화유산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대변되는 민간전승표현물은 다양한 형태의 

불법이용 및 기타 침해 행위들이 발생하기 쉬우며, 보급 과정에서 국가의 문화유

산으로서의 취지와는 다른 부적절한 이용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민간전승표현물

의 상업적 남용 및 왜곡은 문화와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를 억제하

기 위한 민간전승물의 보호는 그것의 향후 개발, 유지 및 보급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 불가결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모델규정은 의의가 있

3_   베른협약 제15조 4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4) (a)   In the case of unpublished works where the identity of the author is unknown, but where there is 

every ground to presume that he is a national of a country of the Union, it shall be a matter for 

legislation in that country to designate the competent authority which shall represent the author and 

shall be entitled to protect and enforce his rights in the countries of the Union.

          (b)   Countries of the Union which make such designation under the terms of this provision shall notify the 

Director General by means of a written declaration giving full information concerning the authority 

thus designated. The Director General shall at once communicate this declaration to all other countries 

of the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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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수 있다. 

모델 규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여러 국가들은 민간전승물의 보호를 위한 국

내 법 체계를 위한 기초로서 모델 규정을 이용하였다. 다수의 이러한 국가들은 

그들의 저작권법의 골격 안에 민간전승물의 보호 규정을 입법화 하였다.   

4. 국제 조약 제정을 위한 시도(1982 ~ 1985)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유네스코UNESCO는 그러한 제안에 따라서 합

동으로 지적재산에 의한 민간전승표현물의 국제적 보호에 대한 전문가 그룹을 

1984년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파리에서 개최하였다. 그러나 참여자의 대부분

이 국제적 수준으로 민간전승표현물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이용 가능한 충분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특히 모델 조항의 적용과 관련해서) 국제적 조약으로 성립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1985년 6월 파리에서 베른협약의 집행위원회와 세계저작권협약의 정부간위

원회 간의 합동 세션에서 전문가 그룹의 보고서를 검토하였고, 일반적으로 논점

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지만 민간전승표현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 조약은 아직 시

기상조라는 의견이 참여자들 대부분의 의견이었다.

5. WIPO 실연·음반조약의 채택(1996)

민화, 시가, 노래, 춤, 연극 등 민간전승물의 유사표현물들은 사실상 통상의 

실연의 형태 속에 살아있다. 그러므로 만약 실연자의 보호가 민간전승물의 표현

물의 실연자에게로 확장되면 그러한 민간전승물의 표현에 대한 실연 또한 그 보

호를 그대로 향유하게 된다.4) 

4_   1996년 12월 채택된 WIPO 실연·음반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이하 WPPT) 제2

조 실연자의 정의에 민간전승물의 표현을 실연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WPPT 제

2조 (a)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2

      Definitions

      (a) “performers” are actors, singers, musicians, dancers, and other persons who act, sing, deliver, declaim, 

play in, interpret, or otherwise perform literary or artistic works or expressions of folklor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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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WIPO-UNESCO 민간전승물 보호를 위한 세계 포럼(1997) 

1996년 외교회의의 권고에 따라 1997년 4월에 태국 푸껫에서 민간전승물 보

호를 위한 WIPO-UNESCO 세계포럼이 개최되어 민간전승물의 법적 보호를 위

한 새로운 국제적 기준의 필요, 민간전승물을 보유하고 있는 공동체와 민간전승

표현물 이용자 사이의 균형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주제들이 논의되었다. 

7. WIPO 사례 연구 작업(1998 ~ 1999)

WIPO에서는 1998년부터 1999년 동안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TK 보유자

들의 지적재산과 관련된 요구와 기대를 규명하기 위하여 실제 사례 연구 작업을 

진행했다. 

토착민과 지역 공동체, 비정부간 기구, 정부 대표, 학계, 연구가 그리고 사적 

단체 대표들은 그룹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작업에 자문을 해주었다. 전통지식TK

는 그 일부분으로서 전통문화표현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공예품과 그 밖의 유

형의 문화 표현물을 포함하고 있다. 이 작업으로 수집된 많은 정보들은 직간접

적으로 전통문화표현물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8.민간전승물 표현의 보호에 대한 WIPO-UNESCO 지역 자문(1999)

1997년 WIPO-UNESCO 민간전승물의 보호에 관한 세계 포럼에서 채택된 

행동 계획에 포함된 제안대로 WIPO와 UNESCO는 1999년에 민간전승물의 표현

에 대한 보호를 위한 4개 지역 자문단을 구성했다. 각각의 지역 자문단은 지적재

산권요구와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적절한 해결책과 권고안을 채택하였다. 또한 

민간전승물의 표현과 관련한 향후 작업에 대한 제안서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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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WIPO GRTKF에 관한 정부간위원회 설치(2000)

2000년 말 WIPO는 회원국들 간의 유전자원, 전통지식 그리고 민간전승물에 

대하여 의견교환을 목적으로 정부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정부간위원회에는 회

원국과 정부간 기구 그리고 비정부간 기구로 구성된 400명 이상의 대표들이 참

석하였다. 정부간위원회는 전통 문화의 보관자와 전통지식의 보유자의 우려 또

는 요구와 지적재산권 시스템 사이의 정책과 실제적인 연계 모두를 처리하는데 

많은 진전을 가져왔다.

Ⅲ. WIPO GRTKF에 관한 정부간위원회 주요 회의 내용 

     및 논의 동향5)

1. 제1차 회의(2001. 4.30 ~ 5. 3)

제1차 회의는 민간전승물의 보호에 대해 그룹별·국가별 입장을 공식 확인

함으로써 향후 관련 논의에 매우 유용한 기초적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프리카 그룹, 중남미 그룹을 포함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동 이슈들

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를 주장하면서 동 이슈에 대한 개도국 국민과 지역 상황

에 대한 계몽, 홍보, 교육 등과 같은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선진국 그룹은 동 이슈에 대한 논의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 기존의 지

식재산과 별도의 방식으로 보호하자는 개도국의 주장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

였다. 일부 선진국은 동 이슈가 과연 지적재산에 관한 이슈인지 먼저 확인이 필

요하다고 주장하고, 지적재산의 일종이라면 기존에 확립된 지적재산권 보호

에 관한 체재 속에서 보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적재산으로 볼 수 없다면 

WIPO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5_   제1차와 제2차 회의 내용은 특허청에서 발간한 논의 동향집을 참조하였고, 제3차, 제7차, 제8차, 제10차, 

제13차, 제15차 IGC회의 내용은 주요 회의 내용에 대해 정리한 문서와 WIPO 문서들을 참조하였다. 제4

차, 제6차, 제11차, 제12차, 제16차 IGC와 제1차 IWG 회의는 직접 참가하여 회의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제

5차, 제9차, 제14차 회의내용은 이번 문서에 포함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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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차 회의(2001. 12.10 ~ 12.14)

개도국 위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존의 지재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민간전승물의 법적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sui generis system의 창출

을 주장하면서 그 논의 과정에 토착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요구

하였다. 

그러나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그룹이 모두 회합한 개도국 그룹회의에서는 

개도국이 주장하는 새로운 제도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개도국 중 어느 

국가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향후 과제로 남겨놓았다.

3. 제3차 회의(2002. 6.13 ~ 6.21)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및 남미,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강하게 민간전승물의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고 민간전승물의 보호와 관련한 실제 사례, 모델규정 개

정, 국제적 보호시스템 마련과 관련된 작업과제에는 모두 찬성을 표시하는데 반

해,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호주 등은 작업과제들 중 실제 사례연구와 관련해

서는 찬성하지만, 모델 규정 개정과 국제적 보호시스템 마련과 관련해서는 시기

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의장은 각국의 민간전승물의 다양한 이용실태 등에 대한 새로운 경험적·분

석적·체계적 연구, 관습법과 지적재산권 시스템의 관계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 

기타 각국의 경험에 대한 연구를 사무국에 요청하였다.

4. 제4차 회의(2002. 12. 9 ~ 12.17)

민간전승표현물에 대한 법적보호를 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험에 대한 체계적

인 분석6)보고와 민간전승표현물의 법적보호를 위한 기술적지원에 대한 간략보

고7) 가 있었다.

6_ WIPO/GRTKF/IC/4/3

7_   WIPO/GRTKF/IC/4/4



210

무
형

문
화

유
산

 보
호

와
 지

적
재

산
권

 -
 동

향
과

 과
제

또한 민간전승 표현물에 관해 특별한 법적 보호시스템을 가진 국가 또는 지

역(뉴질랜드, 파나마, 나이지리아, 튀니지, 러시아, 태평양지역공동체 등)들의 

실제 사례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뉴질랜드 등 국가들은 발표를 통해 민간전승물의 무단이용 사례, 국내 보호

법 체계, 분쟁 조정 방법 등을 설명했다. 회원국들은 민간전승물을 이용한 상업

적 이익의 분배, 다수 국가들의 이해가 중첩되는 지역공동체에서의 이익 분배 

방법 등에 대한 질의가 많았으며, 대부분 명확한 체계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사전

허락이나 협상을 통해 분배가 이루어진다고 답변했다.

5. 제6차 회의(2004. 3.15 ~ 3.19)

민간전승물이란 용어는 ‘folklore’란 단어가 지니고 있는 부정적 의미에 대하

여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공동체가 다수 있기 때문에 정부간위원회 제목내의 

표현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이에 대한 표현을 전통문화표현물TCEs로 변경하는데 

합의하였다.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를 위한 정책, 법적 옵션8)들은 제5차 회의의 문서9)를 

토대로 하여 이제까지 제기되어진 문제점들이 기술되어 있으며, 전통문화표현

물 보호를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조치들과 보호의 핵심 정책 목적들을 분류해

놓은 것으로, 각국은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를 위한 정책, 법적 옵션들의 내용

에 대체적으로 동의하였다.

사무국에서는 위원회 명령사항인 국제적 보호 차원과 관련한 문서에 대한 

간단한 배경설명이 있었고,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적 법적 기구의 출현과 

발전을 포함한 국제적 보호 차원에 대한 내용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주로 전통

문화표현물TCEs에 대한 것 보다는 전통지식TK, 유전자원GR과 관련된 생물다양

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의 국제적 보호논의에 중점을 두어 이에 

대한 각국의 열띤 논쟁이 있었다. 여전히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국제적인 보호 

차원에 대한 기존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8_ WIPO/GRTKF/IC/6/3

9_   WIPO/GRTKF/IC/5/3



211

세
계

지
적

재
산

권
기

구
W

IP
O

의
 전

통
문

화
표

현
물

에
 관

한
 논

의
 및

 전
망

국제적인 보호범위에 대한 논의10)에 대해서 일부 국가들은 좀 더 시간을 두

고 고려해보자고 하기도 했지만 긍정적인 접근에 도달했으며 가치 있는 작업임

에 공감하며 계속해서 논의의 정도를 증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6. 제7차 회의(2004. 11. 1 ~ 11. 5)

전통문화표현물에 관한 보호방안 및 국제규범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지속 되었다. 즉, 사무국이 제시한 문건을 중심으로 일부 논

의의 진전은 있었으나, 국제규범 제정을 주장하는 개도국과 현 지식재산권 제도 

하에서 보호를 주장하는 선진국간의 입장차가 지속 되었다.

아프리카 그룹 및 비정부간 기구는 비교적 통일된 의견을 제시한 반면, 선진

국 그룹 및 아시안 그룹은 내부 합의를 구축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선진

국 그룹은 주요 의제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개별 이슈에 대하여는 각국

마다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7. 제8차 회의(2005. 6. 6 ~ 6.10)

이번 회의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 대립이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

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사무국이 제시한 문서를 중심으로 일부 논의의 

진전은 있었으나, 전통문화표현물 및 전통지식 관련 의제에서 실질적인 규정에 

대한 논의 여부를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의견 차이가 지속되었다. 

개도국들은 유전자원, 전통지식 그리고 민간전승물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GRTKF의 보호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에 대한 논

의가 진전되지 않음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였으며, 미국은 국제규범 제정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10_   WIPO/GRTKF/IC/6/6



212

무
형

문
화

유
산

 보
호

와
 지

적
재

산
권

 -
 동

향
과

 과
제

8. 제10차 회의(2006. 11. 30 ~ 12. 8)

일본, 미국, 캐나다, 스위스 등 선진국은 전통문화표현물 보호의 목적 및 원

칙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 후, 실질적 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주

장한 반면에 아프리카 그룹, 브라질, 인도, 이란 등은 전통문화표현물 보호를 위

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 규범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효율적인 논의 진행을 위해서 구체적인 쟁점사항을 목록화를 하자는 나이지

리아,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여, 차기 회의부터는 아래의 이

슈별 순서에 따라 논의를 진행하고, 이러한 토론은 기존 문서에 대한 각국의 기

존 입장을 보완하는 수준에 한정되어야 함을 합의하였다.

9. 제11차 회의(2007.7. 3 ~ 7.12)

회의는 전통문화표현물TCEs/EoF의 보호와 관련된 10가지 이슈에 대한 의견 

교환, 수정된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 목적과 원칙 초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TCEs/EoF와 관련된 10가지 이슈(정의, 보호의 대상, 범위, 수혜자 및 보호방

식, 예외와 제한, 보호기간, 구제방법 등)에 대해 순서대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 전통문화표현물TCEs/EoF 보호를 위한 10가지 이슈 >

①   보호되어야 하는 TCEs/EoF의 정의

②   보호 가능한 TCEs/EoF에 대한 권리자 및 수혜자

③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해 추구되어야할 대상(재산권, 인격권)

④   보호 가능한 TCEs/EoF과 관련하여 용인할 수 없거나 불법으로 고려될 행위의 형태

⑤   보호 가능한 TCEs/EoF의 권리에 대한 예외 또는 제한

⑥   권리의 보호기간

⑦   기존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한 추가적 보호

⑧   용인할 수 없거나 불법으로 고려될 행위에 적용되는 제재 또는 처벌

⑨   국제적과 국내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이슈 또는 국제규정과 국내규정 사이의 구분

⑩   외국 권리자 및 수혜자에 대한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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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도 전통문화표현물TCEs/EoF의 보호를 위한 10가지 이슈에 대

하여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각 회원국과 비정부간

기구들의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수준에 그쳐 보호 목적과 원칙 초안에 대한 실

질적 합의는 이끌어 내지 못하였다.

일본, 미국, 유럽공동체EC 등 선진국의 경우는 전통문화표현물 보호를 위한 

목적과 원칙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실질적인 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또한 예외와 제한, 구

제절차와 처벌규정, 보호기간 등의 논의는 보호대상, 목적과 원칙에 대한 실체

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부사항을 논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강

조하였다.

알제리를 포함한 아프리카 그룹의 경우는 선진국들이 논의의 진전을 지연시

키고 있음을 언급하며,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목적과 원칙 초안을 바탕으로 좀 

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실질적인 규정 및 법적 구속력 있

는 국제규범 형성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전통문

화표현물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지적재산 보호 메커니즘 보다는 독자적

이고 특별한 장치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10. 제12차 회의(2008. 2.25 ~ 2.29)

회의는 ‘사실추출Factual Extraction11)’ 중심으로 전통문화표현물TCEs/EoF의 보호

와 관련된 10가지 이슈(정의, 보호의 대상, 범위, 수혜자 및 보호방식, 예외와 제

한, 보호기간, 구제방법 등)별 각 회원국과 NGO들의 의견 개진으로 진행되었다.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회원국과 NGO들의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수준에 그쳤다.

미국, 일본 등은 TCEs/EoF의 정의(보호대상)에 대해 각 회원국들의 실체적

인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 밖의 이슈인 실질적인 규정(권리자 및 수혜자, 재

산권 또는 인격권, 예외와 제한, 구제절차와 처벌규정, 보호기간 등)에 대한 논

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나이지리아, 알제리 등 아프리카 그룹과 토착민 공동체를 대표하는 NGO

11_ WIPO/GRTKF/IC/12/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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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12차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각 회원국의 의견 개진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

다고 보며, 이제부터는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 형성을 위해 실질적인 규정

을 가지고 세부적인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브라질 대표의 제안에 따라 사무국에서는 차기 회의 자료로 차이분석gap 

analysis을 준비할 예정이다.

11. 제13차 회의(2008. 10.13 ~ 10.17)

전통문화표현물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도구 개발을 위해 협상을 진행해왔는

데 조약성립이 어렵다면 조약보다는 유연한 형태인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문서’를 만들 것인지 여부가 핵심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아프리카와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은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회의들이 선진국 

권리 보호에 치우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전통문화표현물을 보호하기 위한 논

의는 정의와 형평성 면에서 국제적으로 법적구속력을 가진 문서를 만들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유럽연합, 미국 등은 ‘법적구속력’, ‘문서’, ‘문자에 기반을 둔’ 등 개별용어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하면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였다.

또한, 여러 국가들이 전통문화표현물, 전통지식, 유전자원 등이 무엇인지, 

무엇을 보호해야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논의의 진전이 없음

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차이분석gap analysis이 작성되

었으나 별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12. 제15차 회의(2009. 12.7 ~ 12.11)

회기 간 실무그룹Intersessional Working Group: IWG 개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

나, 워킹그룹 구성방식 등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

여 차기 16차 정부간위원회IGC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선진국은 IWG가 회원국이 추천하는 모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

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개도국은 소수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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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인도 등은 문서 협상을 하루 빨리 개시하여 2011년 

총회에서 외교회의 개최 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유럽연합EU, 일

본, 호주 등은 전통지식TK, 전통문화표현물TCEs의 정의 명확화, 보호대상·기

간, 수혜자 등에 대한 세밀한 논의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13. 제16차 회의(2010. 5. 2 ~ 5. 7)

현재까지 전통문화표현물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입장을 보면 개도국들은 국

제규범이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 하고 보호수단에 있어서 기존 지재권 보호 체제

와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는 바,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별도 국제규범

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선진국 입장은 국제규범의 형태는 보다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호 대상 등 근본적인 요소에 대한 명확화 및 이해 제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16차 회의에서는 지난 제15차 IGC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회기 간 실무

그룹IWG 운영방식에 관해 첨예하게 대립된 이견12)에도 불구하고 회의 마지막 

날 타협을 이루어, 금년 7월에 제1차 IWG13)를 개최하는데 합의를 이뤘다. 

전통문화표현물 문안 협상은 제3조(보호범위)와 제4조(권리관리)에 대해 각

국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와 삭제를 반복하는 형태로 문안 수정을 진행하였다.

제3조는 전통문화표현물 보호에 있어서의 중심적 요소인 보호범위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며, 문화나 지식의 표현에 대한 보호방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 볼 수 있다. 

제4조는 전통문화표현물TCEs/EoF에 대한 이용승인을 어떻게 누구에게 해줘

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관련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권리의 이행을 

12_   아프리칸 그룹은 close-ended 방식을 제안하였고, 선진국 그룹은 모든 회원국이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투명성과 포괄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3_   IWG는 IGC 협상을 원활히 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기술적, 법적 권고의견을 IGC에 보고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각 회기간 IWG는 하나의 주제만을 다룬다. 또한 IWG는 open-ended 형식으로 진행되며, 

IWG 참가자는 각 회원국 당 한명의 전문가(technical expert)로 제한하며 승인된 옵서버(observer)의 참관

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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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관련 공동체가 그럴 능력이 없고, 직접 권리를 행사하

길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관련 공동체를 대신하여 

또는 요구가 있을 경우 ‘Agency’의 역할을 제안하고 있다.

14. 제1차 IWG (2010. 7.18 ~ 7.25)

WIPO 정부간위원회IGC 제16차 회의 결과 합의한 데로 회기 간 실무그룹IWG

는 정부간위원회 협상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기술적, 법적 권고의견을 

IGC에 보고함을 목적으로 각 회원국 당 한명의 전문가와 승인된 옵서버가 참석

하여 WIPO/GRTKF/IC/17/4 Prov. 문서를 기초로 해서 문안협상을 진행하였다.

TCEs 보호를 위한 개정된 초안의 조문 제목은 아래와 같다.

  

  - 목적과 원칙

  - 실체규정

     제1조 : 보호대상

     제2조 : 수혜자

     제3조 : 보호범위 

     제4조 : 권리관리

     제5조 : 제한과 예외

     제6조 : 보호기간

     제7조 : 형식 절차

     제8조 : 제재, 구제 그리고 권리집행

     제9조 : 경과조치

     제10조 : IP보호와 다른 형태의 보호, 보존 그리고 진흥과의 관계

     제11조 : 국제적 조치

목적과 원칙은 전통문화표현물 보호에 관한 실체적 규정의 근간이 되는 것

으로, 토착민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위한 보호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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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보호대상)는 전통문화표현물은 유형이거나 무형이거나 그 안에 전통

문화와 지식을 담고 있어야 하고, 대대로 전해 내려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전

통문화표현물에 대한 예시들을 전부 삭제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비공식 워킹

그룹에서 정리한 조문에는 의미상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용어로 합치고, 이로 

인해 불필요하게 된 예시들은 삭제되었다.

제2조(수혜자)는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를 위한 조치들은 토착민들과 지역

공동체, 문화적 공동체들, 또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고려되어져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제3조(보호범위)는 남용 및 오용행위에 대한 내용이나 사실상 보호범위를 말

하는 것으로 비공식 워킹그룹의 정리된 조문 안에서는 보호범위로 명명되었다. 

제4조(권리관리)는 전통문화표현물에 대한 이용승인을 누가 해줘야 하는가

에 대한 문제로서 적격의 권한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제5조(제한과 예외)는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를 위한 조치들은 관습법과 관

례에 의해 결정되는 토착민과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에 의한 전통적이고 관습적 

범위 내에서 전통문화표현물의 일반적인 이용, 전송, 교환 개발을 제한하지 않는

다는 내용으로서 저작권법상 예외조항들과 같이 다양한 예외들이 제시되었다.

제6조(보호기간)는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하는가 

아니면 무기한으로 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서 전통문화표현물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서 무기한으로 보호기간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

었다.

제7조(형식 절차)는 기존 조문(안)에는 등록 등 방식주의를 택하고 있었으나 

비공식 워킹그룹에서 정리한 문서에는 전통문화표현물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무방식주의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기도 했다.

제8조(제재, 구제 그리고 권리집행)는 형사적 제재, 민사적 구제와 집행에 대

한 내용으로 비공식 워킹그룹의 정리된 조문(안)에는 다른 법적 수단과의 일관

성, 더 규범적이지만 형사적 배상은 제한하고, 해당국가가 적절하다고 하는 형사

적 민사적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 가지 옵션을 제시하였다.

제9조(경과조치)는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에 대한 시점에 대한 문제로 제1조

에 부합하는 전통문화표현물이 효력을 발생하는 순간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제10조(IP보호와 다른 형태의 보호, 보존 그리고 진흥과의 관계)는 관련 국

제적 법적 수단의 보충적 보호를 강조하는 등 세 가지 옵션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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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국제적 조치)는 국제적 규정들에 영향을 주는 국내조치나 법 상 전통

문화표현물의 보호로부터 나오는 권리와 수익은 국제적인 의무와 약속에 의해 

정해진 국가의 자국민 또는 상시 거주자인 모든 적격의 수혜자에게 유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Ⅳ. 결 론

2001년 WIPO에서 제1차 정부간위원회IGC가 시작된 후 전통문화표현물TCEs

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9년 동안 총 17차(1차 IWG 포함) 회의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로 TCEs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목적과 원칙” 그리고 “실체규정”에 대한 초

안이 완성되었고 이에 대한 개정 논의를 하고 계속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상

황을 보면 GRTKF 보호 논의에 있어서 전통문화표현물TCEs은 전통지식TK이나 

유전자원GR의 보다 논의보다는 많은 진전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전통문화표현물TCEs의 국제적 수준으로서의 보호를 위한 WIPO 회

원국들의 합의된 결과와 이를 통한 새로운 국제적 규범을 만들어내는 데는 아직

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견해차

가 여러 부분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실체규정 초안 상에 있는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와 범위 그리고 주요 조문의 문구 구성이나 실체적 내용에 대한 합의도 완

전히 이루어지진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WIPO 논의의 전체적 분위기를 정리해보자면 두 가지 입장으로 대

변될 수 있겠다. 

첫째, 전통문화표현물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새로운 제도나 방법의 도입에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문화표현물을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려고 하는 국가들의 입장이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지적재산권법적 시스

템으로 해결하려 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그 보호 대상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 

둘째, 전통문화표현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토착민이나 지역 공동체들

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을 다 수 포함하고 있는 국가들의 입장이다. 이 경우에는 

지적재산권법적 접근방법을 포함한 현재의 제도적 장치로는 현존하는 전통문화

표현물을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하고 독자적인 보호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전통문화표현물의 경우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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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시스템으로 보호될 수 없는 영역이 많이 존재함으로 새로운 방법 및 수단

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입장에서는 우리가 보호해야만 하는 우리의 전통문화표현

물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조사와 우리의 전통문화표현물에 대한 왜곡 등 다양

한 형태의 불법이용 및 기타 침해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연구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이 선결되고 나면 이를 토대로 현재 WIPO 정부간위원회에서 논

의되고 있는 내용이 우리 전통문화표현물 보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고, WIPO 정부간위원회 회기 간 논

의에서도 우리 전통문화표현물 보호를 위해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 가 생각한다.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ends and Challenges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 - 동향과 과제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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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논의 배경

사적으로 지재권의 보호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등장하고 발전해 왔

다. 예컨대, 저작권의 경우 산업의 발전과 요구에 응하여 보호를 제공하

기 시작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종합적이며 포괄적인 체계로 발전하여 왔으며, 

그 이면에는 일반적으로 상호 독립적으로 생각되고 있는 기술의 진보와 밀접하

게 연관되어 있다. 최초 저작권법인 인쇄특권제도가 인쇄술의 발명에 기인하며, 

사진기의 발명과 사진저작물, 축음기와 음반저작물, 컴퓨터와 프로그램저작물

의 탄생 등의 관련성이 이를 확인해 주는 사례이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 주위에

서 흔히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일반적이다.

이러한 지재권의 발전양태에 더하여,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제도의 발전 

또한 시장경제의 변화와 이해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을 비롯

한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의 상대적 저하에 따른 위기감에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여 왔으며, 개도국

도 선진국의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움직임에 대응하여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

전승물 등 새로운 형태의 지적유산 및 자원에 대한 보호필요성 주장하여 신지식

역

신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논의와 전망

정용익

국무총리실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지식재산기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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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온 것이다. 한편으로는 기존에 경제

적 유용성이 인식되지 않던 영역들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전화

되고 이에 대한 경제체제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그를 가속화시켰다.

지금도 새로운 분야에서 지식재산권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미 

권리로서 확고히 자리잡은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배치설계도 이외에도 영업비

밀, 동식물신품종, 유전자조작기술 등도 머지 않아 국제무대에서 지식재산권으

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실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국제기구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최근의 신지식재산에 대

한 논의는 기존 지재권에 대한 논의가 속지주의라는 틀 속에서 벗어나 범세계적

인 지적재산권 보호 체계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써 심도있게 진행되고있다.

Ⅱ. 신지식재산 개관

1. 신지식재산의 정의

신지식재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경제적 가치를 지

니는 지적 창작물로서 법적 보호가 필요하지만 기존 지식재산권의 영역인 산업

재산권이나 저작권으로는 보호하기가 적당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새로운 지식

재산”으로 개념지워진다. 이에 대해, 현재 입법 진행 중인 지식재산기본법(안)에

서는 제3조에서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

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

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동조 제3호에서 신지식재산이란 “경제, 사회 또

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

산”으로 정의하여, 기본적으로 지식재산의 범주에서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

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신지식재산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산업영역의 발생과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예컨대, 문화예술 신지식재산의 경우 창작 활성화

를 통한 문화 창달이라는 전통적 이념에서 벗어나,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는 문

화산업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일명, 퍼블리시티권의 경우에도 인격권으로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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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되던 것이 재산권으로 인식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하기도 한다. 사회

에서 형성된 지식이 사회 속에서 공유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을 부여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문제에서 변화가 있게 된다. 종래 공유재산으

로 인식되던 것에 재산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보존과 활용이라는 본래의 목적

을 더욱 확대하려고 하기도 한다. 무형문화유산의 경우에도 보존·계승이라는 

틀을 벗어나 활용·가치창출 등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는 성장일변도의 산업

사회를 벗어나 다양화를 추구하는 사회발전의 한 영역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최종 성과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서 도출된 부산물에 대한 활용과 중요성이 커지면서 그 자체에 대한 권리주장

이 이루어지고 확대되는 과정에서 신지식재산이 형성되기도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있는 것을 찾아내고 융합하며 

그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또한, 연구결과만을 강조하고 그 속

에서 성과를 찾던 시스템에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정보와 데이터, 지적 산

출물 또한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경쟁력의 원천으로 인식하게 하기도 한다. 즉 이러한 중간 결과물들은 최종 결

과를 만들어 내는 기반의 역할을 하게되며, 나아가 무심코 지나갔던 부산물들에 

대한 인식이 소유권 등 권리문제로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2. 신지식재산의 특성

신지식재산은 지식재산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면서 기존 지식재산의 정의에 

따라서는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신지식재산은 기존 지식

재산의 범주에서 쉽게 포섭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주된 특

성에 있어서는 일반적 지식재산과 마찬가지로, 창작이나 개발에 많은 시간, 노

력, 비용이 드는 반면에 그 복제가 매우 쉽기 때문에, 무임승차free-ride로 인한 시

장실패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전통적 지식재산권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근본적 논쟁은 

신지식재산에 있어서도 여전히 유용하게 진행되고 있다. 독점권 부여를 통해 보

호를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공유와 확산을 확대해야 하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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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 또한 발생할 수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대립이 대표적이다. 다만 정형화된 지식재산과 달리 신지식재산 관련 대립은 특

정 양태를 가지고 바로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신지식재산이 가지

는 본래의 특성인 다양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주도층과 추종층이 명

확하게 구별되는 특허, 저작권 등 기존 지식재산과는 명확히 구별되며, 분야에 

따라 주도층이 다르고 또 한편으로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신지식재산의 논의 

영역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전통지

식과 유전자원의 경우 과거 오래된 사회문화적 지식과 자원이 풍부한 국가를 한

축으로 하고, 최근 이를 활용·사업화하는 국가를 한축으로 하여 대립하고 있다. 

한편, 최근 그 보호체계를 확고히 갖춘 반도체, 소프트웨어, 물질특허 등의 경우 

소위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개도국들은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결국 논리

적 귀결보다는 현재 논의 상황에 자신의 논리를 어떻게 맞추는 가에 따라 입장이 

변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과학데이터, 임상정

보, 퍼블리시티권 등의 경우 더욱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Ⅲ. 신지식재산 관련 논의의 필요성

신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으로서 가지

는 본질적 특성과 새롭게 등장하였다는 측면으로 인해 그 창출 및 활용,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그에 대한 정부 및 개별 활동주

체들의 종합적이고 일관된 대응 전략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1. 정부 및 사회의 종합적, 일관된 입장 필요

신지식재산 또한 유용한 자원이므로 창출을 활성화하고, 그 이용을 촉진함

으로써 부가가치를 생성하는 것이 당연하나, 현재 그에 대한 대응은 거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는 신지식재산에 대한 준비 부족일 수도 있고, 신

지식재산 자체가 가지는 특성일 수도 있다. 이러한 대응은 여러 측면에서 검토

되어야 하며, 지식재산에 대한 접근 방식 문제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즉, 개별 

권리별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 신지식재산이라는 일반적 개념으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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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가, 어느 범위까지 재산권을 인정하고 공공재적 성격을 유지할 것인가, 

재산권의 부여와 행사와 관련된 제도적 사항은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것인가, 

기존 지재권 제도 내에서 통일된 논의를 할 것인가, 아니면 개별 권리별로 별도 

체계를 구비할 것인가 등 많은 문제들이 결정되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신지식재산 문제가 국제적인 양상을 띠고 전개되고 있으므로 이

에 대한 측면도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국내적 요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

라 상대방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한편, 신지식재산은 각국이 처해 있

는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요소와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으므로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하다. 즉, 경제적 이해관계 측면에서는 선

진국과 개도국 간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권리관계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인근 국가들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

들은 양자 및 다자간 협상 과정 등 국제관계에 있어서 가져야 하는 통일된 입장

을 유지하기 매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보다 적극

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국내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이

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투쟁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통일된 입장이 필요한 것

이다. 생물다양성, 지리적 표시,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 등 최근 새롭게 제기되는 

신지식재산의 거의 전 분야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2. 새로운 지식재산의 발견과 그 보호체계의 구축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산업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지

식재산들의 경우 적절한 보호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

기 어려울 것이다. IT, BT 등의 첨단산업의 결과물들은 많은 경우 특허와 같은 

기존의 지식재산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보호체계

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게임 규칙, 글자체 등

과 같이 기존 지식재산법에 대한 법원의 해석에 의해 보호 받지 못하는 분야가 

생겨나기도 한다.

신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으로는 기존의 지식재산권법의 보호영역을 확

대하는 방안과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예컨대, 저작권

법의 개정을 통해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기술적 보호조치, 권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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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등을 보호하고 있으며, 특허법(컴퓨터프로그램, 비즈니스모델 등), 디자인

보호법(글자체 등), 상표법(색채·입체상표, 홀로그램상표, 지리적표시, 도메인

이름 등),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도메인이름 등)을 개정 또는 확대 해석하여 

새로운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있기도 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반도체 집적회로, 

컴퓨터 프로그램1)등의 경우처럼 기존의 지식재산권법 대신 새로운 법률을 제정

하여 보호하는 경우도 있다. 보호가 필요한 지식재산의 특성과 관련 산업의 이

해관계를 반영하여 적절한 보호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3. 종합적, 체계적 신지식재산 보호체계의 정립

보호가 필요한 신지식재산이 등장했을 때 관련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부 중복하여 보호하거나, 또는 보호대

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콘텐츠와 관련하여 

과거 정보통신부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제정한 후, 문화관광부가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기 시작하면서 중복 보호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식물의 신품종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의 종자산업법

상 품종보호권의 대상이 되는 한편, 특허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기도 하다. 한

편, 소프트웨어, 게임 등은 각각의 구성요소에 따라 저작권, 특허권, 영업비밀, 

디자인권, 상표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의 보호

에 대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

를 협의·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4. 신지식재산의 보호에 따른 역기능 예방

신지식재산이 형성 단계에 있는 지식재산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즉, 신지식재산을 보호함으로써 타인의 

정당한 이용행위를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글자체에 대한 저작권법의 적용 여부에 대한 문제에서 일부 확인될 수 

1_   현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2009년 저작권법에 통합되면서 폐지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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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대법원은 “글자체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하게 되면 우리 민족이 공유해

야 할 한글 자모에 대해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고려

하여, 글자체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판

단을 고려하여, 특허청은 글자체를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으로 하면서도, 타

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글

자체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게된 것이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지만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

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특허법에 의해서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보호를 받기 때문에, 독자적인 보호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 최근 구글의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경우처럼, 소프트웨어산업의 

비즈니스모델이 변함에 따라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모델 등 전혀 새로운 보호체

계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은 논의에서 나타나는 점들을 고려하여, 신지식재산에 대한 획일

적이고 강력한 보호체계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산업의 현황과 사용자

의 입장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방식이 필요한 것이다.

Ⅳ. 최근 논의중인 신지식재산의 대표적 유형

앞에서 언급된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 배치설계도, 글자체, 소리·냄새 상

표 등의 경우 산업발전과 더불어, 국가의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개

별 법률 또는 기존 지식재산법제를 통해 이미 권리화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따라

서 최근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1. 지리적 표시제도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 특정지역에서 생

산·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지리적 자연조건의 특성과 이러한 특성

을 활용하는 인적자원의 노하우에 대한 가치 보호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공

히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에 대하여는 유럽 등 강한 보호를 주장하는 지역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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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간의 이해관계 대립이 있으며, 제도적으로는 상표(단체표장) 등과 마찰 

및 중복이 존재한다.

2. 식물신품종

농림업 분야의 지식재산권 제도로 식물신품종 육성자에게 당해 품종의 증

식·생산·양도·수출입 등에 관한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종자

산업 발전과 미래 생명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반요소로 인식되

어 최근 육성과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이해관계 대립이 있다. 제도적으로는 그 독자성에도 불구하고 특허(식물특허)와 

중복 또는 일부 충돌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

3. 퍼블리시티권

개인의 이름, 형상 등 그 정체성identity을 나타내는 표시를 상업적으로 이용

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 아울러 타인의 무단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재산적 측

면의 권리로서 최근 이론 및 판례를 통해 형성되고 있는 권리이다. 보호의 필요

성에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으나 입법 등 그 방법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

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4. 유전자원

유전적 기능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그 밖의 유전적 기원이 

되는 물질 중에서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가 있는 유전물질(생물다양성협약 

제2조)을 의미한다. 생명현상 규명, 신품종 개발, 신물질 탐색 등 생명산업의 소

재로 중요성 증대하고 있는 반면, 생물다양성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에 착안하

여 제기되었다. 유전자원에 대한 소유권 부여, 지재권 인정, 보상 등의 문제 등

이 쟁점을 제기된다. 동일 선상에서 전통지식(특정한 사람 또는 지역사회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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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으로 전승되어 오면서 생성된 전통기술이나 창조물에 내재하는 지식체계)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자원대국과 미국, 일본 등 기술강국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 크며, 권리성 인정 여부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법·제도

적 쟁점이 존재한다.

5. 전통문화표현물

전통문화 및 지식의 표현물로서 예술작품 등 표현물 및 언어, 음악, 행위 등

에 의한 무형의 표현물을 총칭한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전통문화표현물을 이용

한 창작활동의 지재권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권리성 문제와 이용료 문

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또한, 보존과 전승의 범위를 넘어 확산과 사업화 측면에

서 기존제도의 공백이 발생하기도 한다.

Ⅴ.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짐에도 불구하

고 국내에서의 이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다. 개별 지식재산 분야별로 해당 부처가 분산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여, 유관 부처

와 협의없이 개별적으로 독자적인 창출·보호 및 활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 문제점

체계적 보호 논의 부재 : 신지식재산을 지재권으로 보호하는 경우 기존 제도

와의 경합·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권리화 등 보호에 대한 검토는 기관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전체 차

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창출 및 활용과 관련된 사업도 분산적으로 



230

무
형

문
화

유
산

 보
호

와
 지

적
재

산
권

 -
 동

향
과

 과
제

진행되어 공감대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견제를 받기도 한다.

현실적 문제에 대한 해결 기능 부재 : 신지식재산의 운용 과정에서는 중복 보

호되거나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는 등의 현실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유사 내

용으로 중복되어 보호되거나 권리 간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 현실에서는 

퍼블리시티권 문제, 게임 저작물에 대한 논쟁, 방송사업자 간 분쟁,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에 대한 이익 배분, 전통문화유산의 활용에 따른 이익배분, 문화유산과 

상표 등의 충돌 등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논의는 정치적 과정으로 진행

되며, 지식재산이라는 일관된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창출 및 활용에 대한 준비 부재 : 상당수 신지식재산은 역사적 과정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지거나, 어떤 결과물의 과정 속에서 부산물처럼 획득되어진 것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체계적인 창출과 활용 계획과 전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일부의 경우 스스로 생성·존재한다고 

생각되어 보존과 전승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창출·활용을 촉진하고 나아

가 산업적 발전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신지식재산의 문제

가 산업 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측면이 강한 반면, 법제도와 인식은 여전히 기존 

틀 내에 머물고 있어 산업화라는 측면의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Ⅵ. 대응 전략

1. 창출 및 활용 측면

개별 권리별 특성에 맞는 창출 및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 새로운 발견과 발

명에 의한 경우 그 전략을 수립하고, 존재하는 것의 발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전략이 필요하다. 보존이 중심이 되는 신지식재산의 경우 개량 등 

현대화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최근 한류와 더불어 기

세가 높아지고 있는 한식 세계화의 경우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개량 한

복이나 마당놀이 등의 사례도 철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판소리와 뮤지컬의 

연계, 태껸, 씨름 등의 현대화도 새롭게 검토될 수 있는 유용한 대상이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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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에 대하여는 전통문화예술계에서도 수요자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2. 보호 및 권리화 측면

신지식재산 관련 법제도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권리의 인정 범위를 어떻

게 정할 것이며 그 방법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필요하다. 기존 지재권법체계내

에서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 법체계를 만들 것인지, 동시에 기존 진흥법 및 

보존법체계 내에서 보호할 것인지, 별도 보호법을 만들 것인 지 등의 내용이 주

요 사항이 될 것이다. 또한, 경계상에 놓여 있는 권리들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

도 우선 과제이다. 앞에서 살펴본 주요 검토 대상인 신지재권의 경우 권리화 측

면에서 보면, 보호 필요성 자체 여부, 보호에 대한 컨센서스는 있으나 방법 결

정, 중복보호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보호에 대한 논의는 대가와 보상도 함께 고려될 때 더욱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3. 범국가적 논의 체계의 마련

현재 분산되고 중첩된 논의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광범위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컨센서스가 형성될 수 있다. 이해관계 대립은 단순한 경제적 측면 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요인까지 얽혀져 자존심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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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무형문화유산과 신지식재산권

1. 개요

최근 WIPO를 중심으로 무형문화유산 또는 전통문화표현물을 둘러싼 지재

권 쟁점들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 논의는 국가 및 국가 내 지역공동

체, 토착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문화표현물 또는 민간전승표현물이 다양한 

형태로 경제적 이윤 창출에 이용되고 있지만, 전통문화표현물 자체가 태동한 공

동체, 토착민 또는 이의 계승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아무런 혜택과 수익이 돌아

가고 있지 않고 있으며, 때로는 이용과정에서 전통문화표현물이 왜곡·변형되

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한 것이다.

2. 국내 보호 현황 및 논의 동향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은 무형문화유산에 대하여 무형문화재라는 개념을 

통해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

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원형 그대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는 것

에 관한 것으로서, 지식재산으로서 권리화 등의 보호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즉,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보유자(보유단체)의 인정

에 관한 내용 등은 담고 있지만, 독점배타권으로서의 권리개념이나 권리의 귀속

주체로서의 권리자 개념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를 중심으로 WIPO를 비롯한 국제적 

논의동향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문화재청에서 무형문화재를 둘러싼 지재권법

적 쟁점들에 관한 논의를 제기하며, 일부 전문가들이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과 별

도의 지재권 보장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무형문화재 보호체계 도입이 제기되는 

등 지식재산권을 명료히 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

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반해, 실물 경제체제에서는 상표권 부여를 통한 권리 보

장 문제 제기와 함께 상표적 권리(‘중요무형문화재 OOO'등) 오용 사례도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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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2)가 나타나기도 한다.

3. 주요 논의 사항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하여서는 기본 인식의 문제에서부터 논의가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보호와 전승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제도와 경제적 가치를 중심으

로 하는 지재권체제간의 괴리 극복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문화유산 보호가 가지

는 의미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전통적 의미의 보호와 권리화를 통한 

수익창출 등 적극적 보호와의 관계 속에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를 전제에 두고, 전통문화유산의 창출 의미를 만들어 나

갈 수 있는 것이다. 실제적인 창출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발굴이라는 측면에

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현시대에 맞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 즉 적

용하는 것이 창출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이다. 이와 동시

에 원형보전과 계승 발전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확산 및 사업화를 어떤 관점에

서 접근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전통문화유산의 특성상 인근 지역, 특히 한중일 3

국 간의 문화적 유사성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여 해결할 것

인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특히, 우리 선조들과 중국과의 문화적 동일·유

사성을 고려할 때, 이 문제는 국가간 이해관계 뿐만 아니라 민족간 자존심 문제

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영역에 있어서는 이미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국내에 돌아와서도 유사한 유산을 계승해 온 공동체·지역간 분쟁이 발생할 가

능성을 늘 안고 있다.

한편, 저작권, 상표, 디자인 등 기존 권리체계 하에서의 보호 문제와의 관계 

문제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현행 지재권법 체제에서 포괄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와 어느 범위에서 저촉되는 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

다. 앞선 교동법주 사례에서와 같이 기존 지재권 제도가 올바르지 못하게 사용

되는 측면에 대해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2_   경주교동법주 사례 : 중요무형문화재 경주교동법주의 보유자가 ‘경주교동법주’에 대해 상표출원을 하였으

나, 선등록상표인 ‘경주법주’에 의해 등록이 거절되었으며, 또한 향후 타인에 의해 ‘교동법주’가 상표등록

될 경우 중요무형문화재 경주교동법주의 보유자임에도 ‘경주교동법주’라는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우

려가 있다는 민원을 문화재청에 제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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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 논의와 보조를 맞추어서 진행되어야 할 것

이다. 모든 신지식재산 문제가 그러하듯이 그 논의의 진행은 경제적 문제를 중

심으로 하는 국가간 이해관계의 대립을 총체적으로 안고 있는 것이다. 무형문화

유산도 그러한 범주 내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특정 지역 또는 특정 분야의 이해

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이해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Ⅷ. 결론

지금까지 무형문화유산을 포함한 신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과 관련

된 논의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현재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제시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 단계에서 검토될 수 있는 방안은 신지식재산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촉

진하고, 이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며, 이외에 특별한 사항이 제

시되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기반 구축의 기저에는 범정부적인 논의체계를 구

성해야 할 필요성이 그 첫 번째에 자리 놓여 진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논의체계 구성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다시 한번 언

급하면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전승자의 권리와 이익의 확대를 도모함과 함께 그 외 개인과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는 새로운 지식재산권 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지식재산권의 내용을 구성할 무형유산의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중국 

등 인근 국가와의 무형유산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무형유산기록화 사업의 다양화·강화를 통해 그 결과를 DB화하고 공

적 권리를 부여하여 지식재산권의 대상을 구체화,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존 제도의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중요무형문화재 

목록에 대해 상표등록을 거절하거나 상표권의 효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보유자들이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 가능한 예시

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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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말부터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이라는 주제가 지식

재산과 관련하여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새로운 주제에 대하

여 논의가 시작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서구산업 스타일이 토착민indigenous people에게 속한 것이라고 

느껴지는 유전자원과 넓은 의미에서의 전통지식을 사용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서구산업계가 상품을 개발하고 세계시

장을 통하여 이러한 상품들을 판매하기 위해 이러한 토착민들의 자원과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1) 

토착민들의 자원과 지식을 활용하는 서구 산업계의 모습은 19세기 서구의 

연구자, 예술가 또는 음악가들에 의해 19세기에 이미 나타났으며, 현재에 있어

서도 그 활용범위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2) 즉 서구산업계가 토착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또는 지식을 획득하고자 하는 노력은 오늘날 더욱 치열해지는 경쟁과 

단기간내에 신제품을 출시해야만 하는 시장의 글로벌화에서 기인한다고 할 것

1_   Silke von Lewinski, Indigenous Heritage and Intellectual Property,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2nd Edition, Wolters Kluwer, 2008. p. 1. 

2_   Simpson, Indigenous Heritage and Self-Determination (Copenhagen, 1997), 52 ; Lucas-Shloetter, Part III, 

Sec. 4.I.1.

1990

무형문화유산의 개념과 특성-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과의 비교적 관점에서

양대승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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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점과 성공은 새로운 원료 및 재료, 즉 새로운 

멜로디, 리듬, 디자인, 기술, 유전물질, 치료방법 등을 찾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디자인 면에서 민족전통

품ethnic product들은 인기가 있으며, 특히 독특한 전통문양은 현대의 유행에도 전

혀 뒤떨어지지 않으며 감각적인 패션으로서 신선한 매력을 준다. 또한 토착문화

에 대한 잃어버린 가치와 새로워진 영성에 대한 서구문명의 탐색을 포함하고 있

는 뉴에이지New Age 운동은 토착지식indigenous knowledge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3) 

하지만 이러한 서구산업계의 발전 이면에는 그 동안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

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 즉 대부분의 경우, 산업계가 토착 지식과 자원을 사용함

에 있어 토착민들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으며, 토착 지식과 자원을 활용하여 생

긴 이익을 토착민들과 공유하지도 않다는 점이다. 

산업계 행동의 저변에는 대부분 기존의 지식재산법에 따라 토착지식이 공유

public domain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졌다.4) 하지만 토착민들은 이러한 산

업계의 행동을 불공정하고 존중이 결핍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

한 서구 산업계의 행동은 그들의 관습법을 외부인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만 한다

면 관습법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5)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공유 개념과 토착민 유산heritage의 중요성에 대하여 

서로 다른 해석에서 비롯한다. 어쩌면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은 서구 문명

civilisation이라는 것보다도 더욱 높은 수준의 가치인 삶, 정체성 그리고 자기 확신 

등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인류문화발전에 더욱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다.6) 

이하 졸고拙稿에서는 인류의 유산heritage을 구성하는 대표적 유형들로서, 무

형문화유산,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 및 민간전승물 각각의 개념들을 차례차

례 살펴보고 비교 분석함으로써, 언뜻 알 것 같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

지 정확히 대답하기 어려운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쉽게 이

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길라잡이가 되었으면 한다.

3_   Sandler, Music of the Village in the Global Market Place : Self-Expression, Inspiration, Appopriation or 

Exploitation?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agan, 2001, p. 81 et 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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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_   Silke von Lewinski, Ibid.

6_   Silke von Lewinski, Ibid.



237

무
형

문
화

유
산

의
 개

념
과

 특
성

 -
 전

통
지

식
, 전

통
문

화
표

현
물

과
의

 비
교

적
 관

점
에

서

Ⅰ. 무형문화유산의 개념 및 범위

오늘날 세계화와 급속한 도시화, 문화통합 정책과 더불어 젊은 세대의 관

심부족으로 인해 많은 무형유산이 사라지고 있다. 이에 유네스코는 상당히 오

래전부터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심을 가져왔다. 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의 중요성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주요 관심대상으

로 부각되어져 왔다. 특히 1997년 유네스코 제29차 총회는 산업화와 지구화 과

정에서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무형유산을 보호하고자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정 사업Proclamation of Masterpiece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7)을 시

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커지

면서 2003년 제32차 유네스코총회는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최초의 국제협약인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을 채택

하였다.8) 이것은 기존의 권고나 유네스코 문화 분야 내부 사업이었던 무형유산 

걸작 선정사업보다 훨씬 강력한 규범이었다. 이에 동 협약 제31조는 협약이 발

효되면 더 이상 걸작을 선정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기존에 선정되었던 무형유

산 걸작들은 새로운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 따라 작성되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통합되었다. 9)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은 유형문화유산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세계유산

World Heritage에 대응하여 탄생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2003년 유네스코 총

회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채택한 것은 문화유산보호활동이 건축물 위주의 

유형문화재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으로써 무

형문화유산의 가치가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인식되고 그 중요성이 확대되었음을 

7_   UNESCO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은 1997년 유네스코 제29차 총회에

서 채택되었고, 이후 2001년, 2003년, 2005년 모두 3차례에 걸처 70개국 90건이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종묘제례 및 제례악(2001년), 판소리(2003년), 강릉단오제(2005년)가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되었다.  http://www.unesco.or.kr/heritage/ich/index.asp 유네스코와 유산 (2010.9.28 방문).

8_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인류문화유산 대표목록(제16조)과 긴급보전필요목록(제17조)을 마련하도록 함

으로써 각국의 무형유산을 등재하도록 하는 제도도 두고 있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2003년 9월 29

일부터 10월 1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2회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이다. 협약이 채

택된 후,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등 산업화와 전쟁 등으로 무형유산이 위협받고 있는 지역 국가들은 협약

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그 결과 제정된 지 2년 여 만인 2006년 4월 20일, 30개국이 협약에 가입하면서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한국은 2005년 2월 9일 11번째로 가입하였다. http://www.unesco.or.kr/heritage/ich/

convention.asp (2010.9.27 방문).

9_   http://www.unesco.or.kr/heritage/ich/convention.asp (2010.9.27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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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하는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10)

그렇다면 무형문화유산이란 무엇인가? 앞서 말했듯이 무형문화유산의 정의

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그 정의 또한 다양하다. 왜냐하면 

무형문화유산을 구성하는 무형, 문화, 유산이라고 하는 3개의 단어 모두 추상적

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도 ‘무

형문화유산無形文化遺産’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무형, 문화, 유

산 및 문화유산으로 각각 분리하여 정의하고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무형無形’이란 형상이나 형체가 없음

을 의미하며 ‘무체無體’라고도 한다. ‘문화文化’란 자연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

적 또는 생활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

위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유산遺産’이란 앞 세대

가 물려준 사물 또는 문화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무

형문화유산에 좀 더 근접한 개념으로서 ‘문화유산文化遺産’에 대해서도 정의하고 

있는데, 문화유산文化遺産이란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대 또는 젊은 

세대에게 계승·상속해할 만한 가치를 지닌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따위의 민족 

사회 또는 인류 사회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정신적·물질적 각종 문화재나 문화 

양식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11)

따라서 문화유산의 문어적文語的 개념에 따라 ‘무형문화유산’을 정의한다고 

하면, 무형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 중 유형의 문화유산이 아닌 무형의 문화유산

이라고 할 것인바, ‘무형문화유산’이란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대 

또는 젊은 세대에게 계승·상속할 만한 가치를 지닌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따

위의 민족·사회 또는 인류의 문화적 소산으로서의 문화양식, 무형문화재 또는 

그 정신적 소산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개념적 정의일 뿐 무형문화유산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담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를 담고 있는‘무

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2조 1항의 규정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동 규정에 따

10_   http://www.unesco.or.kr/heritage/ich/index.asp 유네스코와 유산 (2010.9.28 방문).

11_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사이트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2010.9.28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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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무형문화유산ICH’이란 공동체, 집단 그리고 경우에 따라 개인이 그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인정하는 관행·표상·표현·지식·기량 및 이와 관련한 도

구·물건·가공물 및 문화 공간이다.12) 그런데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무

형문화유산의 개념을 반드시 무형물에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형물과 관련

되어 있는 유형물도 무형의 문화유산으로 포함시켜 넓게 해석한다고 볼 수 있

다. 즉,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2조 규정은 무형물로서의 관습·표상·표

현·지식·기능(기술)이외에도 무형물과 관련이 있거나 그 결과물로 생성된 도

구·물건·가공물 등의 유형물도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

이다. 

무형문화유산의 범위와 관련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2조 2항의 규정은 

①무형문화유산의 전달수단으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②공연 

예술, ③사회적 관습·의식 및 제전, ④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행, ⑤전통

공예기술을 예시적으로 나열하고 있다.13) 다만 동 규정은 무형문화유산의 범위

를 제한적 열거규정이 아니라 예시적 열거규정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동 규

정에서 ‘그 중에서도(영어식 표현 inter alia)’ 또는 ‘특히(불어식 표현 notamment)’

와 같은 부사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한정적 규정이 아닌 예시적 규정이

라는 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2조 2항에서 말하고 있는 범위를 살펴보면 

무형문화유산의 개념 정의를 넓게 규정하고 있는 동조 1항의 규정과 달리 무형

문화유산의 범위를 무형의 문화유산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예컨대 

‘전통공예기술’의 경우 무형의 전통적 공예 기술 또는 기능으로 한정하고 전통공

예기술을 이용하여 생산된 공예품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는 점에서 이러한 점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동 규정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

시적 규정이지 제한·열거적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의 범위를 반

드시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즉 무형문화유산의 형식이 이러한 예시

12_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2조 제1호, 원문규정은 다음과 같다.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eans the practices, representations, expressions, knowledge, skills-

as well as the instruments, objects, artefacts and cultural spaces associated there with-that communities, 

groups and, in some cases, individuals recognize as part of their cultural heritage. 

13_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2조 제2호, 원문규정은 다음과 같다.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defined in paragraph 1 above, is manifested inter alia in the following 

domains: (a)oral traditions and expressions, including language as a vehicle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performing arts; (c)social practices, rituals and festive events; (d)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 (e)traditional craftsma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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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범위에 자주 나타나는 것 뿐이지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이나 정의를 직접적으

로 제한하는 것이 아님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무형문화유산이란 세대와 세대를 거쳐 전승되고, 인간과 주

변 환경 즉 자연의 교류 및 역사 변천과정에서 공동체 및 집단을 통해 끊임없이 

재창조되며, 공동체 및 집단에 정체성 및 지속성을 부여하고, 문화다양성 및 인

류의 창조성을 증진하며, 공동체간 상호 존중 및 지속가능발전에 부합하는 무형

문화유산의 특징을14) 잘 표현하는 것으로서 정신적·기술적 소산물인 유형물까

지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Ⅱ. 무형문화유산과 유사한 개념 

무형문화유산과 유사하여 서로 비교되는 개념으로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바, 특히 전통지식, 민간전승물, 전통문화표현물, 문화재 등이 대표적이다.15) 

 

1.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전통지식은 지식이 전통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원래 지식knowledge

은 전통적traditional인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이란 상기recall를 통하여 인간

의 접근가능한 기억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매일의 생활에서 유용한 방법으로 학

습된 기술의 실행과 관계된다.16) 그리고 ‘전통적traditional ’이라는 말 속에는 그러

한 지식이 하나의 세대로부터 다른 세대로 계승되어지고, 특정 장소나 풍경 또

는 생태계에서 오랜 경험의 과정을 통해 단체들에 의해서 축적되어진 것을 함축

하고 있다.17) 또한 대부분의 경우 전통지식은 단체성을 가지며 공동체 전체의 공

유로 간주되어진다. 따라서 전통지식은 공동체내 어느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니

14_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제2조 제1항 후단. 

15_   Guan Yuying,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법적 보호(전통문화표현물의 법적보호), 2004년 한·중 국제공동

연구보고서, 49쪽. 전통지식과 전통문화 및 folklore에 관한 논의는 무형문화유산의 논의 보다 조금 더 앞

선 1967년 스톡홀름의 지식재산회의에서 인도대표들이 내놓은 제안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6_   Knowledge, Innovations and Practices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 Implementation of Article 

8(j) Doc., UNEP/CBD/COP/3/19 8-9.

17_ Jonathan Curci,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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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특정한 문화적·전통적 정보 교환 메카니즘을 통해서 전달되어진다.18) 

따라서 지식을 전통으로 만드는 것은 지식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의 여부보

다는 그러한 지식이 전통에 기초한 것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세대를 거쳐 전달되

어지고 보존되어 온 방식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19) 이러한 점에서 전통지식은 

단순히 유용한 정보가 아니라 전통지식 안에 내재하는 규범적·사회적 구성요

소라고 할 것이다. 즉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은 종합적인 경험에서 연유하는 

것이며, 서구의 과학적 발견, 경제적 선호 및 철학이 널리 퍼져있는 문화와 결합

된 것으로서의 범세계적인 지식cosmopolitan knowledge과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20) 

전통지식TK의 개념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협의의 전통지식으로

서, 전통적traditional·생태학적ecological·의학적medical 지식으로서의 기술적 노하우

와 관계되는 전통지식을 말하고,21) 다른 하나는 앞서 말한 광의의 전통지식으로

서 전통에 기반을 둔 지적 활동의 산물로서 파생되는 산업, 문학, 예술, 과학 분

야의 결과물 전체를 말한다.22) 하지만 아직까지 전통지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

회적 또는 국제적 합의는 없으며 WIPO를 중심으로 계속 논의 중에 있다.

최근 2010년 5월 3일부터 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6차 회의에

서 ‘전통지식보호를 위한 개정된 규정Revised Provisions for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WIPO/GRTKF/IC/16/5)’ 제3부 실질규정 제3조(주제의 일반적 범위)는 

전통지식의 개념과 그 범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동 규정 제3조 2호는 ‘전통

지식Traditional Knowledge이란 전통적인 맥락에서 지적활동으로부터 생겨나는 지

식의 본질이나 내용과 관계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노하우, 기술, 개량, 전

통지식체계의 일부형태로서의 학습과 관행, 그리고 세대 간 계승되어진 성문화

된 지식체계에 내포되었거나 또는 토착공동체와 지역공동체의 전통적인 생활방

식을 담고 있는 지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어떤 특정기술 분야로 제한되지 않

으며, 농업적, 환경적, 의학적 지식, 그리고 유전자원과 관련된 (어떤 전통)지식

18_ Jonathan Curci, Ibid.

19_   Draft Decision on Traditional Knowledge, annexed to WTO, Taking Forward the Review of Article 27.3(b) 

of the TRIPs Agreement, Joint Communication from the African Group, WTO Doc. IP/C/W/404 (26 June 

2003), e.g. Art 2(b)(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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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dbook_1.pdf 13.

21_   WIPO 2003.5.2 발행 자료, Consolidated analysis of the legal protection of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expressions of folklore, p. 6.

22_ 송영식, 이상정, 김병일 공저, 지적재산법, 세창출판사, 2009년, 3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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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3) 전통지식은 사용되는 과정에서 개량

innovation이 추가되는데, 예컨대 기존의 전통지식에 신재료를 추가하거나 프로세

스를 효율화하는 것이 개량에 해당한다. 개량은 전통지식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가치를 증대시키는 행위이고, 전통이라고 하는 본질은 계

속 유지시키는 것을 말한다.24) 

2. 전통문화표현물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TCEs/Expressions of Folklore: EoF

전통문화표현물25)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과 

‘Expressions of Folklore’라는 용어가 유사개념으로서 혼용 또는 병용되고 있다. 

하지만 전통문화표현물TCEs/EoF의 표현방식에 대하여 몇몇 국가들은 민간전승

물folklore 용어의 부정적인 느낌을 이유로 EoF대신 TCEs 사용을 선호하고 있는 

것 같다.26) 이러한 부정적인 느낌은 민간정승물folklore이 문화culture의 하위수준이

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27) 반면에 어떤 국가들은 TCEs 보다 EoF 사용

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28)  

본래 ‘folklore’ 용어는 일반사람들 또는 부족이나 씨족을 가리키는 말인 ‘folk'

와 전통지식 또는 전통을 뜻하는 ‘lore’가 병합된 것이다.29) ‘folklore’라고 하는 용

어는 1846년 「Notes and Queriess」라고 하는 잡지의 편집자인 W.G. Thoms라는 

영국 고고학자가 최초로 사용한 것으로서,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전통, 관

23_   http://www.wipo.int/edocs/mdocs/tk/en/wipo_grtkf_ic_16/wipo_grtkf_ic_16_5.pdf (2010.10.1방문).

24_   Traditional Knowledge and Biological Diversity, U.N. Doc. UNEP/CBD/TKBD/1/2(Oct. 18, 1997), para. 86. 

김병일, 김경준, 채지영,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보호와 지적재산, 산업재산권 제21호, 2006년, 5쪽.

25_   엄밀히 말하여 영어원어를 번역하면 전통문화표현물(TCEs)과 민간전승표현물(EoF)로 서로 다르지만, 

여기에서는 다른 개념과의 비교 및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통문화표현물이라는 용어로 통합하여 사용하

기로 한다.

26_   WIPO 자료(booklet n°1), Intellectual Property and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folklore, p. 2.

27_   Weinwe, 'Protection of Folklore: A Political and Legal Challenge', IIC 1987, 58. Contra Menon, 'A 

definition of folklore', [1979] INTERGU-Jahrbuch, Vol 4. 209 : 'I do not think it refers to anything of the 

lower strata of societies as such'. Silke von Lewinski, Ibid. p. 345.

28_   WIPO IGC 5차 회의에서 많은 국가들이 EoF 용어사용을 선호하였다. See the Report of the Fifth Session 

of the IGC, July 2003, Doc. WIPO/GRTKF/IC5/15, No 34, p.13; Silke von Lewinski, Ibid. : 알제리를 제

외한 대부분의 아프리카 및 아랍국가들 즉, 말라위, 이집트,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와 ARIPO 대표

단은 TCEs 보다 folklore 또는 EoF 용어를 사용하자는 입장임.

29_   www.unesco.org/culture/ich/doc/src/00272-FR.doc (2010.9.29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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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및 미신의 아이디어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30) 그 후 ‘folklore’는 거의 모든 

언어에서 ‘사람들의 문화culture of people’와 ‘사람들의 지식knowledge of people’이라는 표

현 하에 이해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용어로서 이해되어졌다.31)   

하지만 folklore의 개념적 정의에도 불구하고 WIPO내에 정부간위원회IGC가 

만들어지고 전통문화표현물TCEs/EoF의 국제적 수준으로의 보호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문화표현물의 정의, 보호의 대상, 범위 

등 기본쟁점사항에 대해서도 아직 합의점을 찾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선

진국과 개도국 및 토착 집단간에 민간전승물의 접근방법이 다르다. 즉 민간전승

물folklore의 개념을 해석하는 데 있어, 전자는 folklore를 전통Tradition으로 보아 좁

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후자는 folklore를 계속되고 끊임없는 문화적 표

현continuing and constant cultural manifestation으로 보아 좀 더 넓게 해석하고 있어 여전

히 대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32) 서구의 해석은 세대를 통하여 전해 내려오고 

보전되어야만 하는 사람들의 문화의 예술적 표현물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민간

전승물folklore의 개념은 흔히 축적·사장되어진 것들the collected and dead을 포함한다

고 한다.33) 반면에 개도국 및 토착집단은 민간전승물을를 공동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들의 생활의 총체적인 부분으로서의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이라고 

본다. 

다만 1982년 WIPO와 UNESCO에 의해 발표된 ‘불법이용 및 기타 침해 행위

들로부터 민간전승표현물Expressions of folklore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입)법을 위한 

모델 규정’34)이 ‘민간전승표현물’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1982년 모델규정에 따르면 ‘민간전승표현물’이란 한 국가

내의 공동체community 또는 그 공동체의 전통적·예술적 기대에 영향을 받은 개

인에 의해서 유지·발전되어 온 전통적인 예술적 유산traditional artistic heritage의 특

30_ Moreira da Silva, ‘Folklore and Copyright’, [1967] EBU Review, Vol. 101, 54 ; Silke von Lewinski, Ibid.

31_   Niedzielska, ‘The Intellectual Property Aspects of Folklore Protection’, [1980] copyright, 339 ; Silke von 

Lewinski, Ibid.

32_   Palethore & Verhulst, Report on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Expressions of Folklore under Intellectual 

Property Law, Study commission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October 2000, no. 1.1, p.6.

33_   Weiner, Protection of folklore : A Political and Legal Challenge, IIC 1987, 58.

34_   UNESCO-WIPO Model Provisions for National Laws on the Protection of Expressions of folklore against 

illicit exploitation and other prejudicial Actions, 이후 WIPO 주도로 1984년 불법이용 및 기타 침해행위들

로부터 Expressions of folklore를 보호하기 위한 조약 초안(Draft Treaty for the Protection of Expressions 

of folklore against illicit exploitation and other prejudicial Actions)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 모

델법안과 조약초안의 조항들은 개별국가에 의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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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산물productions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35) 

1982년 모델규정 이후에도 모델규정을 수정·보완하고 전통문화표현물 보

호를 위한 10가지 이슈에 대한 각 국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통문화표현물 

보호 개정안Revised Draft for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마련을 위한 정부간위원회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데 현재 2010년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릴 16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10년 6월 7

일에 WIPO 정부간회의에서(WIPO/GRTKF/IC/17/4 PROV) 마련된 ‘전통문화표

현물TCEs/EoF 보호를 위한 개정초안규정’의 세 번째 부분인 실질적 규정Substantive 

provisions 제1조(보호사항)는 전통문화표현물TCEs 또는 민간전승표현물EoF에 대한 

정의와 이러한 표현물들의 보호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즉, 개정안 제1조 제1호는 전통문화표현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36) 

‘전통문화표현물TCEs 그리고/또는 민간전승물표현물EoF이란 유형이든 무형이든 또는 

이들의 조합이든 어떤 형태든지간에 그 안에 전통문화와 지식이 표현되거나, 나타나

거나, 보여지거나, 포함되거나 세대간 계승된 것으로서 제한적이지 않은 아래 형태의 

표현물 또는 그것들의 조합을 말한다.37)

35_   모델 규정 제2조 Model Provisions for National Laws on the Protection of Expressions of Folklore Against 

Illicit Exploitation and Other Prejudicial Actions, Published by UNESCO and WIPO, 1985, Section 2, 

Protected Expressions of Folklore.

36_   개정안 제1조 제1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and/or “expressions of 

folklore”[are] and any forms, [whether] tangible [and][and/or] or intangible or a combination thereof, in 

which traditional culture and knowledge are expressed, appear or are manifested, [and comprise:] and are 

passed o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ncluding: / such as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forms of 

expressions or combinations thereof:

      a)   phonetic or verbal expressions, such as: stories, epics, legends, poetry, riddles and other narratives; 

words, signs, names, and symbol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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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xpressions by action, such as dances, plays, ceremonies, rituals, sports and traditional games and other 

performances, theater, including, among others, puppet performance and folk drama, whether or not 

reduced to a material form; and,

      d)   tangible expressions, such as productions of art, in particular, drawings, designs, paintings (including 

body-painting), wooden carvings, sculptures, mouldings, pottery, terracotta, mosaic, woodwork, 

metalware, jewelry, baskets, food and drink, needlework, textiles, glassware, carpets, costumes, 

works of mas, toys, gifts and; handicrafts; musical instruments; stonework, metalwork, spinning, and 

architectural and/or funeral forms.

37_   개정안 제1조 제1호에서 말하는 것들은 멕시코 대표단을 비롯하여 각국의 견해를 수렴하여 작성된 수정  

초안 규정으로서 아직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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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야기, 서사시, 전설, 시, 수수께끼 그리고 그 밖의 설화와 같은 발성(發聲)적 또는 

구두(口頭)적 표현물; 단어, 표지, 이름 과 기호 등, 

b)   노래, 리듬, 기악, 그리고 popular tales과 같은 음악적 또는 사운드 표현물, 

c)   춤, 놀이, 기념식, 종교적 의식, 스포츠와 전통놀이, 그리고 그 밖의 퍼포먼스, 연극, 

그 중에서도 인형극과 folk드라마와 같은 동작에 의한 표현물, 구체적인 형태로 축소

되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리고

d)   예술제품 특히 소묘, 디자인, 회화(바디페인팅을 포함한), 목각, 조소, 몰딩, 도기, 테

라코타, 모자이크, 목제품, 금속제품, 보석품, 바구니, 식음료품, 바느질품, 직물, 유

리제품, 카펫, 의상, 카니발작품, 장난감, 선물과 같은 유형적 표현물 그리고, 수공예

품, 악기, 돌세공품, 금속가공물, 방적품, 그리고 건축 또는/과 장례 형태

위의 정의 규정에 따르면 전통문화표현물TCEs 또는/과 민간전승표현물EoF은 

그 자체가 유형이든 무형이든 또는 유·무형의 요소들로 구성되든 상관없다. 또

한  전통문화표현물TCEs/EoF의 대표적 유형으로서 구두적 표현물, 음악적 표현

물, 동작표현물, 예술제품과 같은 유형적표현물 4가지 형태를 제시하고 있는 데, 

비고정물non-fixed로서의 구전口傳표현물도 보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고정화

fixation가 반드시 보호의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건축형태’의 보호는 

성역, 묘지, 기념비와 같은 신성한 장소의 보호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38)

 

3.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유산’과 아주 유사한 개념으로서 ‘무형문화재’가 있다. 특히 우리나

라 문화재보호법은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용어 대신 ‘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하

고 있으며, 동 법 제2조에서 무형문화재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즉 무형문화

재란,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무형의 문화유산의 정의와 비

교하여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이라는 제한적인 단서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38_   WIPO 자료, http://www.wipo.int/edocs/mdocs/tk/en/wipo_grtkf_ic_17/wipo_grtkf_ic_17_4_prov.

    pdf (2010.10.1방문)



246

무
형

문
화

유
산

 보
호

와
 지

적
재

산
권

 -
 동

향
과

 과
제

Ⅲ. 무형문화유산,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의 개념 비교

구분 무형문화유산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전통지식
(Traditional Knowledge)

전통문화표현물
(TCEs/EoF)

일반적 

정의

공동체, 집단 그리고 경우에 따

라 개인이 그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인식하는 관습·표상·

표현·지식·기능 및 이와 관

련한 도구·물품·공예품 및 

문화 공간

(UNESCO 무형문화유산보호

협약 제2조 1호)

전통적인 맥락 안에서 지적활

동으로부터 생겨나는 지식의 

본질이나 내용과 관계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노하우, 

기술, 개량, 전통지식체계의 

일부형태로서의 학습과 관행, 

그리고 세대간 계승되어진 성

문화된 지식체계안에 내포되

었거나 또는 토착공동체와 지

역공동체의 전통적인 생활방

식을 담고 있는 지식을 포함하

는 것 

(제16차 WIPO 정부간위원회 

개정된 초안규정 제3조2호)

‘전통문화표현물(TCEs) 그

리고/또는 민간전승물표현물

(EoF)이란 유형이든 무형이든 

또는 이들의 조합이든지간에 

어떤 형태든지 그 안에 전통문

화와 지식이 표현되거나, 나타

나거나, 보여지거나, 포함되거

나 세대간 계승된 것으로서 제

한적이지 않은 아래형태의 표

현물 또는 그것들의 조합을 말

한다. 

(제17차 WIPO 정부간위원회

개정된 초안규정 제1조제1호)

특징

무형+유형(공예품 등 일부)

무형물뿐만 아니라 도구·물

품·공예품 등의 유형물도 무

형문화유산의 개념에 포함

※ 개념에 문화공간 포함

광의의 전통지식과 협의의 전

통지식으로 구분

광의의 전통지식 : 전통에 기

반을 둔 지적활동의 산물로서 

파생되는 산업, 문학, 예술, 과

학 분야의 결과물 전체

무형+유형(예술, 건축등 일부) 

보호의 요건으로서 고정화

(fixation)를 반드시 요구하지 

않음  

※ 건축형태의 보호는 성역, 

묘지, 기념비와 같은 신성한 

장소의 보호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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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무형문화유산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전통지식
(Traditional Knowledge)

전통문화표현물
(TCEs/EoF)

범위

①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수단

으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

전 전통 및 표현 

② 공연 예술 

③ 사회적 관습·의식 및 제전

④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⑤ 전통 공예 기술

※ 예시적 규정임

어떤 특정기술 분야로 제한되

지 않으며, 

① 농업적 전통지식 

② 환경적 전통지식 

③ 의학적 전통지식, 그리고 

④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포함

① 구두적 표현물 : 이야기, 서

사시, 전설, 시, 수수께끼 그리

고 그 밖의 설화와 같은 발성

(發聲)적 또는 구두(口頭)적 표

현물; 단어, 표지, 이름 과 기

호 등 

② 음악적 표현물 : 노래, 리

듬, 기악, 그리고 민담과 같은 

음악적 또는 사운드 표현물  

③ 동작표현물: 춤, 놀이, 기념

식, 종교적 의식, 스포츠와 전

통놀이, 그리고 그 밖의 퍼포

먼스, 연극, 그 중에서도 인형

극과 folk드라마와 같은 동작에 

의한 표현물 + 장례형태 

④ 예술제품과 같은 유형적표

현물 : 예술제품 특히 소묘, 디

자인, 회화(바디페인팅을 포

함한), 목각, 조소, 몰딩, 도기, 

테라코타, 모자이크, 목제품, 

금속제품, 보석품, 바구니, 식

음료품, 바느질품, 직물, 유리

제품, 카펫, 의상, 카니발작품, 

장난감, 선물과 같은 유형적 

표현물 그리고, 수공예품, 악

기, 돌세공품, 금속가공물, 방

적품, 건축 형태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re for Asia and the 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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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무형문화유산의 특징과 보호의 필요성

형문화유산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03 

제2조 제1항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을 “공동체, 집단 및 개인들이 그들의 문

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실행, 표출, 표현, 지식 및 기술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전달도구, 사물, 유물 및 문화공간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

다. 이와 같이 정의된 무형문화유산의 예로서는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체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적 풍습·의식·축제,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의식, 전통공예를 들 수 있다(무형문화유산협약 제2조 제2

항). 이러한 정의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에

서 논의하고 있는 전통지식과 전통문화표현물/민간전승물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WIPO에서는 전통지식에 대하여 직접적인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지

만 전통지식의 예로서 식품, 농산물, 환경, 생명다양성의 보존, 보건, 전통의약, 

인권, 토착적 사안들을 들고 있으며, 전통문화표현물로서 음악, 예술, 디자인, 

이름, 기호, 상징, 공연, 건축양식, 수공예, 이야기 등을 들고 있다.1) 

1_   www.wipo.org (2010. 10. 14. 방문).

무형문화유산에 분야
   지적재산권 보호의 문제와 당면 과제

육소영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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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무형문화유산의 특징을 분류해 보면 첫째, 무형의 문화자산이며, 둘째, 

여러 세대를 통해 집단적이고 점진적으로 발달된다. 셋째, 무정형의 형식에 의

해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이전되며, 넷째, 한 개인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 

아닌 집단적인 창작물이다. 다섯째, 이것이 유래한 사회 속에서 계속적으로 사

용되고 진화된다.2) 무형문화유산은 물리적, 생물학적, 지리적 특성들과 멸종식

물이나 동물의 서식지, 과학적 심미적 가치를 지닌 장소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

는 곳을 말하는 자연문화유산과 구별된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은 유형의 형태로

서 널리 알려진 문화유산을 의미라는 유형문화유산과도 구별된다.3) 

무형문화유산은 형태가 없다는 점과 창작물이라는 점에서는 지적재산권과 

유사하지만 여러 세대를 통해 점진적으로 발달되며 한 사회 속에서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진화된다는 점에서는 지적재산권과 차별된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

이라는 점진적이고 집단적 창작물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만일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적절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경우

에는 실제로 무형문화유산을 창작한 자가 아닌 기존의 법적 장치에 익숙하고 이

를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 무형문화유산이 소유될 가

능성이 생긴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실제로 무형문화유산을 오랜 세대에 걸

쳐 보유하고 발전시켜 온 소유자들은 무형문화유산을 통한 경제적 이용에서 배

제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뿌리가 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 자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즉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주민이나 토착민들은 무형문화유산

의 발견, 개발 및 보존에 일차적 책임을 지는 중요한 역할과 공헌을 함에도 불

구하고 무형문화유산을 통해 부과되는 모든 경제적, 사회적 가치는 진보된 과

학기술, 마케팅 능력 및 자금력을 가진 기업들이 보유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

다. 더 나아가 이들 기업들은 지역주민이나 토착민들의 무형문화유산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자 이외의 자들에 의해 무형

문화유산인 부족의 이름이나 상징, 문양 등이 사용되게 되면 부족들이 이들에게 

부여했던 믿음이나 신앙적 요소가 사라지게 되고 이는 이들 부족의 사생활의 자

유 내지 정신적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더 나아가 비록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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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_   Erin K. Slattery, Preserving The United State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 Evaluation Of The 2003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A Means To Overcome 

The Problems Posed By Intellectual Property Law, 16 Depaul-LCA J. Art & Ent. L. 201, 205-20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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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이 이의 사용을 허락한다 하여도 이들의 이용은 원 부족이 이용하던 방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무형문화유산의 원형을 손상시키게 된다. 

Ⅱ. 지적재산권으로서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무형문화유산을 

보전하고 연구하기 위한 목록을 만드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무형문화유산을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하는 방법이다. 전통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은 전자의 방

법에 의해 보호되어 왔고 무형문화유산협약에서도 이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러

나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지역주민이나 토착민들은 자신들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하여 강한 공유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소유권 개념에서 출발하

여 무형문화유산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법에 의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무형문화유산은 먼 옛날부터 누적적 방

법을 통하여 집적된 역사적 정보를 나타낸다.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인류공

통의 유물로서 공유의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이는 어느 때고 필요할 때 모든 사

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과학이나 산업에 의해 상

업화되고 개발되기 전에는 무형문화유산은 단지 공지의 지식일 뿐이다. 혁신적

이고 발명적인 단계 또는 상업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는 어떠한 금전적인 이

윤도 창출하지 않는다. 셋째,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그 근원지가 되는 

국가와 지역사회는 그 사용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통제권을 유지해야만 한다. 

만약 그들이 계속해서 무형문화유산의 이용에서 제외된다면, 이들은 무형문화

유산의 보존 및 유지에 본질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그들의 전통적 관습을 포기할

지도 모른다. 

무형문화유산이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기술한 무형문화유산의 특징 때문에 

무형문화유산이 실제로 지적재산권의 보호요건을 갖추기에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이하에서는 지적재산권에 의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그 한계를 각 

지적재산권 별로 분류하여 논하려고 한다.   



254

무
형

문
화

유
산

 보
호

와
 지

적
재

산
권

 -
 동

향
과

 과
제

1. 저작권법

저작권 일반

무형문화유산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저작권으로 보

호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에서는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이기만 하면 보호를 인정

하며, 무형문화유산은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

나 한편으로 무형문화유산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곤란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창작자라고 할 수 있는 저작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며, 오랜 시간을 

거쳐 점진적으로 발달되어 왔기 때문에 창작성을 확정하기도 곤란하다. 또한 저

작권의 보호기간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저작권법에 의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적절하지 않게 한다. 무형문화유산의 집단적 특성은 이를 창작한 단체들이 비영

리적 목적을 위하여 무형문화유산을 영구히 소유하고자 하며 이는 유한성을 가

진 저작권법의 속성과 맞지 않는다. 더 나아가 저작재산권의 제한 내지 공정이

용의 원리가 무형문화유산의 특성과 맞지 않을 수 있다. 저작권법은 교육, 보도, 

비평, 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권자 이외의 자가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하고 있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집단은 집단 밖의 자들이 자신들의 

문화유산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를 그 사회적 효용성 여부를 떠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집단이 자신의 집단 내에서 문

화유산의 원형을 유지, 전승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외부자에 의한 사용은 이들의 

목적에 상당한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으며4) 이 중 무형문

화유산의 보호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이다. 동일성유지권

은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저작권자

에게 불법적인 저작물의 변경이나 왜곡, 훼손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한다. 따라서 저작인격권은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지역주민이나 토착민들에

게 외부인들에 의한 사용에 의해 무형문화유산이 변형되거나 왜곡되는 것을 방

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저작인격권이 무형문화유

산보호에 가지는 한계점은 저작인격권이 근본적으로는 저작권이라는 점에서 저

4_   저작권법 제1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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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권 일반이 무형문화유산보호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저작권이 창작자라는 특정인의 소유권을 전제로 하는 개념인 

반면 무형문화유산은 집단적 개념이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특허법

무형문화유산 중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은 특허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허는 새롭고 유용하며 진보된 방법이나 물건을 창작한 

자가 최초로 출원한 자인 경우에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권을 일정기간 부여하

는 제도이다.5) 그러나 무형문화유산이 특허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네 가지 걸

림돌에 직면하게 된다. 첫째, 특허법이 발명을 한 개인의 성과로 다루는 반면 무

형문화유산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생산된다. 둘째, 특허를 받으려면 어떤 혁신성

을 증명해야 한다. 셋째, 특허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심사관이 이해할 수 있도

록 특허 명세서가 기술적인 방법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넷째, 특허출원이나 유

지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6)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생산되기 때

문에 특허출원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발명자를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이 불가능

하다. 특허는 분명한 소유자를 필요로 하는 무형의 개인재산이지만 무형문화유

산은 혁신적인 단계에서의 창작자, 즉 발명가가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특허 출원인은 그의 발명이 새롭고 유용하며 공지

의 기술을 넘어서 자명하지 않은 진보성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누적

적 특성을 가진 무형문화유산은 신규성이나 그 분야에서 숙련된 기술자에게 자

명하지 않은 혁신적 단계인 진보성을 입증할 수 없다.  

세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에게는 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특허 명세서를 완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 비록 무형문화유산

의 유용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하여도 그 지식들은 구두를 통해 기록되고 

전수되었기 때문에 그것의 유용성을 과학적 언어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비록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명세서가 작성될 수 있다고 하지만, 높은 비용으로 

5_   특허법 제2조 및 제29조 참조.

6_   Graham Dutfield, Trips-Related Aspects of Traditional Knowledge, 22 Case W. Res. J. Int'l 233, 25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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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특허출원준비에 있어서는 재정 및 인적자원이 풍부한 기업이 무형문화유

산을 보유한 집단보다 더 유리하게 된다. 네 번째 문제인 특허출원과 그 집행비

용과 관련해서, 특허 출원과 소송에 따른 높은 비용으로 인하여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은 특허제도를 통하여 보호받기가 매우 힘들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무형문화유산이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반면 실제로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집단이 그들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특허권을 얻는 데는 큰 어려움이 존재한다. 

  

3. 영업비밀보호법

영업비밀보호법은 무형문화유산에 대하여 또 다른 형식의 보호수단을 제공

한다. 무형문화유산을 영업비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주요 요건을 만족

시켜야 한다. 첫째, 무형문화유산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

력이 존재해야 한다. 둘째, 무형문화유산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거나 

쉽게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인식될 수 없다는 것으로부터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해

야 한다.  

무형문화유산을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다른 권리로 보호하는 것보다 비

용 면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하며 용이할 수 있으며 비밀성이 유지되는 한 영구

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 하지만,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들은 무형문화

유산이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 영업비밀의 소

유자가 그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비밀성이 소유자의 

산업에서 상당한 정도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무형문화유산에는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밀이라는 것은 소수만이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반면, 무형문화유산은 보통 전체 지역사회에 의해 공유된다. 만약 비밀요건이 

충족될 수만 있다면, 무형문화유산은 그 사용자에게 실제적 혹은 잠재적 경제적

인 이점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므로 두 번째 요건을 충족시키기

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영업비밀은 타인에 의한 불법적 이용에 대해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영업비밀 소유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에 의해 영업비밀이 

획득되었을 때 그 영업비밀이 부당한 방법에 의해 획득되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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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도청, 뇌물, 사기 그리고 절도 등이 부당한 수단의 예가 될 수 있으며, 비

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을 극복하고자 하는 모든 행위들이 부당한 수

단이 된다. 즉, 외부인이 무형문화유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 비밀성이 유지된 경

우에만 그 사용이 영업비밀침해를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러한 비

밀성에 관한 문제는 무형문화유산의 경우에는 매우 극복하기 어렵다. 

4. 기타

저작권법, 특허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이외에 무형문화유산을 상표법이나 디

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무형문화유산을 

상표법에 의해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형문화유산이 상표의 개념에 해당해야 한

다. 상표법에서는 상표를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7) 따라서 무형

문화유산 중 언어적 표현, 기호, 상징 등이 상표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집단은 상업적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

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무형문화유

산의 상품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해당 명칭은 보통명칭으로서 상표등록이 불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무형문화유산은 상표법에 의해 보호받기 어렵다고 평가

된다.8) 더 나아가 무형문화유산인 언어적 상징 등을 그 보유자 집단에 속하지 않

는 자가 상표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도 이를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무형문화유산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도 상표법과 유사한 문제를 야기

한다.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의 

요소를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신규성, 창작성 및 공업상이용가

능성(대량생산가능성)이 있어야 한다.9) 무형문화유산 중 전통적 표현들 예를 들

어 전통문양이나 상징들은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디자인이 될 수 있지

만 이를 위해서는 물품에 표현될 것 그 물품이 대량생산가능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집단의 특성 상 기계적 방법에 의한 대량생산을 

7_   상표법 제2조 제1항 참조.

8_   상표법 제6조 제1항 참조.

9_   디자인보호법 제2조 및 제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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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비록 대량생산가능성을 만족한다 하여도 무형문화

유산의 점진성, 누적적 창작성 및 혁신성의 부족이라는 특징은 무형문화유산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어렵게 한다.     

III. 외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1. 미국

미국 정부는 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인식해왔던 것으로 보

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를 위한 노력은 유형문화유산에 치우쳐져 있었다. 미

국 정부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입법화는 1909년 유물보호법Antiquities Act를 통하

여 가시화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고고학적 장소의 발굴을 규제하고 역사적 물

건들의 처분을 제한함으로써 유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1935년에

는 사적지, 역사적 건물, 유물보호법을 제정함으로써 사적지, 역사적 건물 등을 

미국민의 영감과 이익을 위하여 보존하고자 하였다. 이 법에서는 미국의 유형문

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담고 있다. 1966년에는 국립역사보존법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을 제정하여 유형문화유산에 대한 등록체제를 갖추었

다. 또한 1979년에는 유물보호법과 유사한 고고학적 보호법을 제정하였다.10) 

이처럼 미국 정부의 관심은 유형문화유산에 집중되어 있으며 의회의 입법적 

노력도 유형문화유산의 보존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

기 위한 법률은 미국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원인은 유형문화유산

에만 집중되어 있는 전 세계적 정책의 경향과 이민자로 구성된 미국민의 특성에

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무형문화유산을 찾자면 미국 원주민(인디안 

부족)들의 문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정부는 1990년 미 원주민 분묘 보호 

및 송환법을 제정하여 인디언과 하와이 원주민들의 유물과 문화재에 대한 소유

권과 통제권을 해당 부족에게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기관과 연방정부의 지

원을 받는 박물관은 인디언들의 유골과 연계된 부장물 및 문화재의 요약이나 목

록을 제공해야 한다. 이외에도 미정부는 인디언 부족에 대하여 자치권을 부여함

으로써 연방정부의 동의 없이는 주정부의 법이 인디언 부족에 적용되지 못하도

10_   Slattery, supra 3, at 2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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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인디언 부족들은 과거와 유사하게 자신들의 부족법에 의

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치권이 연방정부에 의한 인디언 

부족의 통제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11) 

인디언 부족의 무형문화유산으로는 전통적 인디언 언어, 노래, 의식 등이 있

을 수 있다. 이 중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인디언 언어 부분이다. 인디

언 언어는 미국 원주민들의 문화, 문학, 역사, 종교, 정치체계 및 가치를 전승하

고 이의 보존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예를 들어 인디언들의 생태지

식, 지역에 얽힌 이야기들, 지역명칭과 그 의미 및 가족명칭, 가족력, 의식과 생

태과정들 사이의 핵심적 논리관계들이 토착민들의 언어로 문서화되어 있다. 그

러므로 미국 원주민들의 문화, 문학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디언부족의 토착

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인디언 부족들의 후손들이 더 이

상 부족의 토착어를 말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부족의 원로들에 의해 기억되고 있

는 많은 생태학적 역사적 지식들의 보존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해서 뒤늦게 의회와 연방정부가 관심을 갖고 연방기금을 조성하여 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재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12) 

이처럼 인디언 부족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보호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은 유형문화유산에 한정되어 있고 실제 인디언 부족들의 문화를 보호하는 법의 

적용범위도 유형문화유산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음악, 상징과 같은 무형문화

유산에 대한 인디언 부족들의 통제권을 보호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

므로 미국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는 기존의 지적재산권법 체계를 무형문화유산

에 적용하여 그 체계 내에서 보호를 시도하는 방법만이 있을 뿐이다. 인디언 예

술 및 수공예법Indian Arts and Crafts Act에서는 연방 인디언 예술 및 수공예 위원회에

게 인디언 부족과 각각의 인디언 예술가들을 위하여 식별력 있는 상표를 창출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물품이 인디언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오해를 야

기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이 법은 인디언 문화유산에 있어 전통적 노래, 음

악, 상징, 춤 또는 기타 요소들을 남용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는 공연, 전시 또는 

예술품의 판매를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디언 의식에서 녹음된 음악을 판

11_   James A. R. Nafziger, The Underlying Constitutionalism Of The Law Governing Archaeological And Other 

Cultural Heritage, 30 Willamette L. Rev. 581, 594-595 (1994).

12_   Russel R. Barsh, Ground Visions: Native American Conceptions Of Landscapes And Ceremony, 13 St. 

Thomas L. Rev. 127, 133-13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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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하는 행위 등을 이 법은 규제하지 않는다.13)

이들 인디언 의식에 참여한 자들은 그 창작의 집단성 및 점진성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의식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기도 어렵다. 즉 미국의 경우에도 위에

서 설명한 무형문화유산의 지적재산권법으로의 보호에 따른 어려움이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2. 호주

호주에서는 원주민들의 예술 예를 들어 시각 예술, 노래, 춤, 이야기 등에 대

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정

비되어 있지 않아 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토착민의 전통문화에 대한 오남용이 발

생하고 있다. 1994년의 Milpurrurru v. Indofurn Pty. Lmt. 판결을 통하여 호주연

방법원도 토착예술가에 의해 창작된 다양한 디자인을 허가 없이 카페트의 생산

에 이용한 기업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개인 가정에서 사용자에 의해 유린되어질 

카페트의 신성한 이미지의 불법적 재생산은 예술가들만이 아니라 그 예술가들

이 속한 각 공동체에게도 부적절하며 침해적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14)

이들 원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인 민간전승물을 보호하는 방

법에 있어 정부는 기존의 저작권을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며 원주민들은 자신들

의 전통적 관습법에 의해 이를 보호하고자 한다. 저작권법은 특정인에게 독점배

타권을 인정하는 방식인 방면 전통적 관습법은 부족의 전통과 문화를 반영하여 

이루어진 창작물에 대한 공동체 전체의 공동소유를 인정하려는 것이다. 호주정

부는 이런 원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00년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창작자에

게 저작인격권을 부여하였다. 창작자에게 저작인격권을 인정함으로써 민간전승

물로부터 만들어진 저작물의 완전성이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공되었지만 

여전히 민간전승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원주민들의 공동체는 보호에서 

배제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후에도 원주민들의 공동체 전원에게 저작인격권

을 부여하는 방법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또한 근거법이 부

재한 상황에서 사법부에 의한 공동체가 공유하는 민간전승물의 보호는 장벽에 

13_   Id. at 141.

14_   Milpurrurru v. Indofurn Pty. Ltd. (1994) 54 F.C.R.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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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딪힐 수 밖에 없었다.15) 

이와 같이 기존의 저작권법은 민간전승물의 보호에 한계가 있고 이런 문제

점의 해결을 위한 저작권법의 개정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1984년 제정된 유

산보호법Heritage Protection Act에 의한 민간전승물의 보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비

록 유산보호법의 대상이 고고학적 또는 과학적 가치를 가진 유형의 대상과 지역

에 한정되어 민간전승물의 현대적 해석 작품은 보호받을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들 민간전승물의 현대적 해석 작품에 대해서도 제한적 보호

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87년 개정법은 빅토리아에 한정하여 적용

되기는 하지만 원주민의 문화재산의 정의에 지역이나 유형의 대상에 한정하지 

않고 민간전승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더 나아가 원주민의 민간전승

물을 원주민의 문화적 삶(예를 들어 음악, 제식, 의식, 춤, 예술, 관습과 정신적 

믿음)의 일부이거나 이들과 연계되고 원주민의 전통에 따라 원주민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전통 또는 구두의 역사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은 2006

년 폐지되어 유산보호법은 현재와 같이 유형의 대상과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되

는 것으로 수정되었다.16) 

그러므로 현재 유산보호법은 원주민들에게 그들의 무형의 문화유산에 대하

여 어떠한 권리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권리는 원주

민보호부에서 가지고 있다. 만일 원주민 공동체가 자신들의 문화적 대상이나 장

소에 대하여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고 느낀다면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원주민보

호부에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원주민보호부가 보호 대상이나 장소를 선언해야 

할 의무는 없다. 장관은 원주민 공동체가 특정 지역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그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야 할 의무는 당연히 없다. 만일 문화적 유형물에 대한 보호 요청이 있다면 장관

은 해당 부서나 주와 논의하여 결정한다. 결론적으로 유산보호법은 그 보호대상

을 특정 지역이나 유형의 대상에 한정하고 있고 이들 지역이나 유형의 대상에 대

한 보호도 그 보호요청이 원주민에 의해 제기된 경우에 보호여부에 대한 최종 결

정은 정부 규제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주민들은 자신

들의 유형의 문화유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으며 무형의 문화유산에 대

15_   Jake Phillips, Australia's Heritage Protection Act: An Alternative To Copyright In The Struggle To Protect 

Communal Interest In Authored Works Of Folklore,  18 Pac. Rim L. & Pol'y J. 547, 552-558 (2009).

16_   Id. at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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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정부의 무관심에 놓여있다. 따라서 호주의 경우에도 만일 원주민 집단이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지적재산권법에 의한 보호를 자발적으로 요구할 수는 있지

만 위의 저작권법의 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원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보호를 받기는 어렵다.17)

3. 인도

인도는 불교와 힌두교를 바탕으로 한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켜 온 나라로서 

인도 고유의 음악, 춤, 의식, 민간설화 등의 무형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 인도

의 경우 협의의 전통지식 즉 과학이나 자연현상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런 논란 과

정에서 전통지식을 지적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 이외의 방법에 의해 보호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검토 결과 지적재산권에 의한 보호가 불가능하다는 결론

에 도달한 바 있다. 문제가 된 인도의 전통지식들은 주로 의약적 효과가 있는 것

으로 알려진 것으로서 아유르베다요법Ayurveda, 유사요법, 자연요법, 시다Siddha, 

유나니Unani와 요가 등이 있다. 이 중 심황뿌리, 바스마티, 님 등의 특허출원이 

미국과 유럽 등에서 문제가 되면서 인도 정부는 자국의 전통의학지식의 보호

를 모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도 정부가 도달한 방안은 적극적인 보호방안 강

구보다 방어적 방안으로 전통지식에 대한 디지털 도서관Traditional Knowledge Digital 

Library를 설립하여 전통지식을 데이터 베이스화하는 것이었다.18)

인도에서 전통지식과는 달리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특별한 입법이나 보호방

안은 강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INTACHThe Indian National Trust for Art and 

Cultural Heritage(예술 및 문화유산을 위한 인도 신탁)이라는 비영리단체에 의한 인

도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노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INTACH에서는 무형

문화유산의 문서화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멸위기에 있는 인도 언어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세미나와 워크샵의 개최 등 무형문화유산을 보존

17_   Id. at 568-569.

18_   Chidi Oguamanam, Patents and Traditional Medicine: Digital Capture, Creative Legal Interventions, And 

The Dialectics Of Knowledge Transformation, 15 Ind. J. Global, Legal Stud. 48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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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19)

따라서 인도에서도 기존의 지적재산권법에 의해 무형문화유산이 보호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한 특별 개정입법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자국의 전통지식보호를 위해 인도정부가 지적재산권이 아닌 데이터 작업을 선

택할 수 밖에 없었던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는 기존 지

적재산권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인다.   

Ⅳ. 지적재산권 보호 대안의 필요성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무형문화유산의 집단성, 점진적 창작성을 고려

할 때 기존의 지적재산권법에 의한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으로 설사 지적

재산권법에 의한 보호가 인정된다 하여도 그 보호기간이 제한적이어서 원형의 

계속적 유지를 필요로 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런 이유로 위에서 살펴 본 국가들에서도 유형문화유산의 보호에 적극적인 반

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

형문화유산은 점진성을 가진 것으로서 원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

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창작성을 가미하는 발전적 변화를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

다고 본다. 그렇다면 호주에서 한때 고려했던 것과 같이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집단에 대하여 집단적 저작인격권을 부여하는 것은 창작성에 중요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라고 볼 수 

없는 자가 권리자가 명확하지 않음을 기화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지적재산권

을 획득할 가능성을 갖는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인도의 전통지식

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의 경험에서 지혜를 빌려 무형문화유산을 데이터화하여 

원형을 유지하고 이에 새로운 창작성을 가미하여 창작행위를 한 자의 결과물도 

역시 데이터에 등록함과 동시에 지적재산권으로의 보호를 인정하지만 다만 데

이터에 기록된 원형의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들에게 지적재산권으로 인하여 생

긴 이득의 일부를 반환하게 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9_   www.intach.org (2010. 10. 13.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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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형문화유산에서 공동체communities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이유는 공동체의 

대부분이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무형문화유산을 실행하는 주

체이기 때문이다. 공동체를 어떻게 정의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다음에 논의

를 하겠으나 공동체라는 단어를 빼놓고는 무형문화유산을 논할 수 없는 것은 명

백한 사실이다. 물론 무형문화유산의 주체로서 단체groups 혹은 개인individuals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나 비중으로 보면 공동체가 다른 주체들을 압도한다. 

이와같이, 공동체가 무형문화유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그러나 

여기에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등장하면 공동체의 비중은 갑자기 가벼워지는 느

낌이 들고 그 위상 혹은 위치가 모호해 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 이유는 공동체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의 주체로서 그리

고 실행의 주체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권리의 주체로서의 지

위가 확고하지 않은데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은 재산적 권리에 관한 문제이고 그 권리를 보유한다

는 것은 소유권ownership이고 그것을 행사하면 권능power이 된다. 그것을 경제적 개

무형문화유산 관련 지적재산권 보호와
                      공동체의 역할과 과제

박필호

뉴욕주 변호사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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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으로 바라보면 또한 가치value가 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권리의 보유, 행사, 그

에 대한 가치는 법의 보호protection와 구제remedy라는 장치가 있을 때에만 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곳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실행의 주체로서의 공동체가 

그 기능과 활동을 보장받기 위한 법률과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Ⅱ. 지적재산권의 주체에 관한 개념 정의
 

1. 공동체Communities

공동체라는 단어는 상당히 넓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공동체는 대규모 부

족일 수도 있고 몇 개의 지역에 분포한 소규모 부족을 가리킬 수도 있으면 한 마

을공동체 일수도 있고 소규모 공동체 일 수도 있다. 2003년도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Convention에는 공

동체에 관하여 정의를 내리지 않고 다만 무형문화유산 생산, 보호, 유지, 재창조 

하는 주체 중의 하나로 공동체를 열거하거나1) 존중되어야 하는 무형문화유산의 

소유주체로서 공동체를 언급하거나2) 공동체가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무형문화

유산의 형태를 예시하기 위하여 언급하거나3)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데 국가

가 참여시켜야 할 대상 중의 하나4)로 언급하는데 그치고 있다. 

학자들도 공동체를 몇 가지 방법으로 나름대로 정의하고 있으나 모두 일관된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네스코UNESCO는 2006년에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는 여러 가지 논란 끝에 공동체에 관한 정의를 내린 바 있다. 즉,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하여 공동체란:

“ 무형문화유산을 실행하거나 전수하거나 혹은 무형문화유산과의 관련성의 근원에 관

한 문제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공유하는 상호관계를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우러나는 

1_   Se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Convention of 2003 hereafter) 

preamble para.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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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_   Id. Convention art. 1(b).

4_   Id. Convention art.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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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질성  혹은 그런 연결고리를 가진 사람들 간의 연결조직”5) 

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내린 공동체에 관한 정의가 언제나 혹은 어느 

곳에서나 그리고 어느 사람에게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렇게 내린 

정의 자체가 애매모호하여 무엇이 역사적으로 공유하는 상호연관성a shared historical 

relationship이고 무엇이 동질성 혹은 그런 연결고리를 가진 사람들people of whose sense  of 

identity or connectedness을 뜻하는지 다시 정의를 내려야만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공동체와 등식으로 사용된 연결조직network이라는 말도 그 범위와 의미를 다시 정

의해야만 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연결조직’이라

는 등식이 개념정리를 서로 의지하는 순환논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단체Groups

단체라는 용어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개념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고 단

순히 공동체와 더불어 열거만 하였다. 이 용어도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전문가 

회의에서 정의를 한 바 있다. 즉, 단체란: 

“ 기술, 경험과 특정지식과 같은 어떤 특성있는 것을 서로 나누어 가지면서 어떤 문화

의 보유자, 실행자, 수련자와 같이 무형문화유산의 현재와 미래의 실행, 재창조 그리

고 전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공동체 내부 혹은 여러 공동체에 걸쳐 있는 사람들”6) 

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단체’라는 개념은 공동체보다 범위가 작아서인지 공동체

보다는 더 명료하게 정리된 듯한 느낌이 있다. 

5_   [C]ommunities “are networks of people whose sense of identity or connectedness emerges from a shared 

historical relationship that is rooted in the practice and transmission of, or engagement with, their ICH…”

      See Expert Meeting on Community Involvement in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the 2003 Convention, 13-15 March 2006, Tokyo,JapanREPORT8-9 (visited10/06/2010).

6_   [G]roups“comprisepeoplewithinoracrosscommunitieswhosharecharacteristics such as skills, experience and 

special knowledge, and thus perform specific roles in the present and future practice, re-creation and/

or transmission of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for example, cultural custodians, practitioners or 

apprentices…”

    See id. Expert Meeting REPORT 8-9. 



268

무
형

문
화

유
산

 보
호

와
 지

적
재

산
권

 -
 동

향
과

 과
제

3. 개인Individuals

개인에 관한 정의도 마찬가지로 정리되었다. 즉, 개인이란:

 

“ 독특한 기술, 지식, 경험이나 다른 어떤 특징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문화의 보유자, 

실행자 그리고 때로는 수련자로서 무형문화유산의 현재와 미래의 실행, 재창조 혹은 

전수하는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동체 내부 혹은 여러 공동체에 걸쳐 있는 사람”7) 

 

이라고 정의 하였다. 이 역시 범위가 좁아서 공동체보다 비교적 명료하게 정의

가 된 듯하다. 

 

III. 무형문화유산의 소유 주체

1. 문화의 소유자

무형문화유산의 소유주를 밝히기 이전에 먼저 어떤 특정문화는 특정의 사람 

혹은 단체가 소유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가 우선 되어야 한다. 아니 그 전에 

도대체 문화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문제를 논의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문화라는 용어를 자주 그리고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

다. 정치문화가 어떻고 외국문화가 어떠하고 청년문화는 이러하며 전통문화는 

저러하는 등 수없이 많은 기회에 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들의 생활에서 그렇게 쉽게 많이 사용하는 용어를 개념정리를 하고 넘어 갈 필

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면 구태어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아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보면 그렇게 광범위하게 

자주 쓰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광범위하게 

7_   [I]ndividuals “are those within or across communities who have distinct skills, knowledge, experi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and thus perform specific roles in the present and future practice, re-creation and/

or transmission of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for example, cultural custodians, practitioners and, 

where appropriate, apprentices…”

    See id. Expert Meeting REPORT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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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수가 높게 쓰인다는 것은 어쩌면 그 문화라는 것이 개인의 재산권이기 이전

에 공유영역public domain에 속한 것으로 분류되어 개인재산권을 둘러싸고 있는 특

징적 요소들인 소유ownership와 권능power, 가치value, 침해infringement 그리고 보호

protection 등과 먼 거리에 떨어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네스

코UNESCO에서 정의하는 문화는:

 

“ 사회나 사회적 집단을 특정짓는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정서적 형태의 큰 복합

체이다. 문화는 예술과 문학뿐만이 아니라 삶의 형태, 인간의 기본권, 가치체계, 전통

과 신앙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8) 

라고 한다. 이렇게 문화의 정의를 살펴보면 문화를 구성하는 큰 단위 즉, 사회나 

사회적 집단을 특정짓는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정서적 형태의 큰 복합체

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존재하는 공공재임이 당연한 것이지만 이런 공공재를 

구성하는 개개의 문화는 사유재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라 할 수 있다.9) 문화가 예술, 문학, 삶의 형태 그리고 전통까지도 포괄하는 것이

라면 그런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당연히 사적 영역에 많이 널려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그러한 예술과 전통 등을 창조하는 사람들에게 사유 재산적 권리

를 주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은 없는 것이다. 

비록 많은 논란이 있으나 전통문화라고 하여 그 전통문화를 구성하는 개개

의 예술적 요소들 혹은 삶의 형태들을 무한정 공공영역에 존재하고 것으로 만 

해석하는 것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전통문화를 공공영역에만 놓아 둔다는 

것은 누구나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그런 문화의 보존과 재연 

그리고 발전에 관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소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통문화를 구성하는 개개의 작품들에 대하여 일

정한 정도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 재산권의 주체를 인정함으로서 전통문

화가 계속 유지되고 재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이 무형문

8_   [C]ulture may now be said to be “the whole complex of distinctive spiritual, material, intellectu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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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o modes of lif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human being, value systems, traditions and beliefs…” See 

Preamble para. 6. U N E S C O Mexico City Declarationon Cultural Policies World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Mexico City, 26 July-6August 1982(visited10/06/2010).

9_   예컨대, Rock and Roll 문화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지만 이를 구성하는 Beatles 혹은 

Rolling Stones의 개별 음악은 사유재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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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유산보호협약의 정신이라 할 것이다.

2. 무형문화유산의 소유 주체

무형문화유산이라는 말은 유산heritage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서 그 의미를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왜냐면 무형문화유산에 지적재산권을 인정한

다면 신규성novelty, 차별성distinctiveness 혹은 독창성originality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데 유산이라는 개념을 대입하면 그런 참신성 혹은 원천성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유산이라 함은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어떤 무엇 특히 물질이나 가

치로 환산이 될 수 있는 것을 물려받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정신적’ 유산 같이 

유산이라는 단어 앞에 수식어를 붙임으로서 비물질을 물려받는 것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보면 아무리 위대한 부모나 조

부모 등을 두었다고 하여도 그 선조들의 권리를 수반하지 않는 비물질적 유산은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즉, 피카소의 후손이 그 천재적 재능을 물려받

았거나 헤겔의 후손이 변증법적 철학관을 물려받았다고 하여도 그런 것들은 법

적 보호의 객체가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같은 논리로 무형문화 ‘유산’에 있어서 어떤 개인이나 집단 혹은 공동체가 특

정 혹은 불특정 선조들로부터 무형의 자산을 물려받았을 경우 그것이 법적 보호의 

객체가 되지 않음은 명백하다. 더구나 무형문화유산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법적 보

호대상으로서 갖추어야 할 유산의 기본적 요건 즉, 무형문화의 소유권자가 누구인

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그 소유주가 정해졌다 해도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기본요건

인 가족관계나 명시적 유증의사 같은 것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유산은 성립하지 않

는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에서 사용하는 유산이라는 말은 법률적인 의미를 내포

하고 있지않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사적인 용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이 법적으로 보호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이 유산이 공유의 

영역public domain에 존재하는 공공재라는 뜻이다. 공공재라는 것은 물이나 공기처

럼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사용하거나 즐길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조선왕조실록

을 인용하여도 책을 지어 팔아도 저작권에 위반하지 않고 아리랑을 극장에서 돈

을 받고 수백번을 불러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이들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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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영역에 존재하는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공공재를 이용하여 돈

을 크게 벌거나10) 특허를 출원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들이 있다. 약

초를 배합하거나 가공하여 치료를 하는 민간요법을 어떤 제약회사가 알아내어 

이를 특허를 출원하여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경우도 있

다.11) 

반면에 공공재를 보존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당사자들인 공동체, 단체, 

개인들에게는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어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시연하는 사람들은 다만 그 전통문화의 보

유계승자로서의 위치에 만족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이런 무형의 전통문화

를 상업적으로 활용하여 큰 돈을 벌어들이고 이름을 날리는 사람들을 바라만 보

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12) 그렇다면 세월이 갈 수록 무형의 전통문화를 보존하

려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결국은 그런 유산은 후대에 전승되지 못하고 사라질지

도 모르는 것이다.13)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문화자체는 공공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런 문

화 자체를 사유재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그런 큰 문화를 구

성하는 개개의 작품들 즉, 주제를 달리하는 개별 작품들은 뒤에 언급하는 바와 

같이 재산 소유주의 요건을 갖추어 공공영역에 존재하는 개별 작품들을 재산권

10_   Simon & Garfunkel은 영국의 민요인 Scarborough Fair를 불러 크게 돈을 벌었지만 이를 전수해준 영국의 

민요가수는 한 푼도 받을 권리가 없었다. 조용필의 ‘한오백년’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왜냐면 이들 노래

들이 무형문화유산으로 공공영역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그 보존과 실행의 주체를 특정지울 수 없었기 때

문이다.

11_   인도에서는 2001년에 민간사회에서 사용되던 tumeric이라는 식물을 이용한 치료법으로 미국 특허

를 출원하여 특허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나중에 이의를 제기한 인도의 전통지식 보존기관에 의

하여 그 특허가 취소 된 적이 있다. See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Consultation 

on Development of Traditional Medicine in the South East Asia Region, Pyongyang, DPR Korea,22-

24June2005 By Mr V.K. Gupta. 1. (visited on 10/05/2010). 이 사례에서는 전통지식을 직접적으로 보호하

려던 것이 아니고 특허권을 부여하는 기준인 신규성(novelty)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이유이므로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은 반사적인 이익을 얻은 셈이다.

12_   호주에서는 근래 개정입법을 통하여 민속예술(folkore)을 녹음할 때에 그 수행자(performer)가 대가를 받

지 않았다면 그 녹음에 대하여 부분적인 저작권을 인정한다고 한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하여 아주 

진보적인 입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에 관하여도 뒤에 언급하는 공정사용(fair use)과 비슷한 

예외가 있다고 한다. See T. Janke, Indigineou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Ownership of Copyright in 

T. Kono (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ntellectual Property: Communities, Cultural Divers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t 170, 2009.

13_   안동의 하회탈춤을 주제로 한 새로운 뮤지컬이 기획되고 있다. ‘난타’를 만든 PMC 프로덕션(대표 송

승환)은 안동 하회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탈’ 이라는 뮤지컬을 새로 선 보일 예정이라고 한다. See  

(10/10/2010visited).만약에 전통무형문화인 안동하회탈춤에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이는 저작권자의 허락

을 받아야만 하는 사항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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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체가 있는 것으로 전환 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런 경우에 지적재산권

의 기본요건인 신규성novelty, 차별성distinctiveness 혹은 독창성originality 등을 갖추기 

위하여 입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거나 원래의 작품을 새로운 형태로 재창조re-

creation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소유권의 주체를 정하고 지적재산권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ICH Convention이 탄생한 이유이며 그

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국가의 역할을 촉구한 것이 바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이다.14) 

3. 공동체의 소유권

현대의 지적재산권법 체계에서 소유의 주체가 누구이냐 하는 것은 그 자체

로서 큰 이슈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적 재산권에서 권리 소유의 주체는 법적으

로 판정이 날 때 까지는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적 재산권 소유의 주체는 다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사람이어야 한다. 

자연인이 되었든 법인이 되었든 사람이어야 한다. 물론 예외적으로 법인의 지위

에 이르지 못한 ‘사실상의 법인’도 소유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소유의 주체와 무형문화유산을 한데 모아 놓으면 다소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

게 된다. 

무형문화유산이 지적재산권의 객체가 된다고 가정한다면 무형문화를 누가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정선 아리랑의 저작권을 정선군민 모두가 

주장하고 강릉 단오제에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강릉시민 전부가 주장할 수 있을

까? 아프리카에 스와질랜드라는 나라에서는 무형문화유산으로 14세 이상 모든 

미혼 여성이 참여하는 갈대 축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에 관한 지적 재산권이 성립

한다면 과거와 현재에 미혼으로 참여했던 모든 여성국민이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결국 이 문제는 공동체의 정의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의 문제로 다

시 돌아온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유네스코에서 내린 ‘공동체’의 정의는 애매모호하

기 짝이 없다. 공동체에 관하여 명백하게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이유는 공동체가 

14_   See ICH Convention section III art.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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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나라 혹은 사회의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들 모두를 아우르는 명확한 개념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손

쉽게 공동체를 정의할 수 없다고 하여도 무형문화에 관하여 공동체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의 보존과 발전을 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재산의 소유권과 관련한 공동체의 범위를 결정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유네스코 

협약의 정신이다. 

유네스코 협약의 정신에 따라 무형문화유산의 주체를 정하여 이를 보존하

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동체에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이

다.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유네스코의 여러 가지 인위적 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있다.15) 그런 법인격을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공동체는: ① 

국가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법인격을 취득하거나;16) ② 법적 해석을 통하여 판례 

등에 의하여 법인격을 부여받거나; 혹은 ③ 스스로 결사체를 조직하여 법인격을 

취득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고 무형문화의 

소유권을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

지만 그럴 경우 법률관계를 상당히 복잡하게 하므로 좋은 방법은 아닐 것이다.17) 

이렇게 공동체가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여 모든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

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공동체 구성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현실적

인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대규모 공동체가 어떤 한 무형문화유산을 소유

하고 있을 경우 그 결사체를 구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결사체

를 구성할 때에 위에 언급한 ‘공동체’의 정의에 따라 역사적으로 공유하는 상호

연관성a shared historical relationship과 연결고리를 가진 사람들people of whose sense of identity 

or connectedness의 연결조직network이라는 기준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에 

관한 세부적 지침은 결국 해당 결사체를 준비하는 공동체와 이를 지원하는 관련 

15_   상세는 T. Kon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solved Issues 

and Unanswered Questions in T. Kono (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ntellectual Property: 

Communities, Cultural Divers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t 35, 2009 참조.

16_   See ICH Convention of 2003 art. 13 (d). 이 조항에서는 회원국들이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

절한 입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17_   복수의 사람들(법인을 포함)이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의 하나로 tenancy in common와 joint 

tenancy라는 것이 있다. 이는 복수의 사람들이 단일한 재산에 관하여 불가분적으로 재산을 공유하는 방

법이다. 즉, 열 사람이 하나의 재산을 tenancy in common이나 joint tenancy 형태로 소유한다면 각자 1/10

씩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분할 되기 전 까지는 열 명 모두가 재산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중첩적으

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형태는 규모가 큰 공동체(community) 보다는 단체(group)의 재산권을 인정

할 때에 더욱 적합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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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노력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회원국들이 그런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바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촉구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을 경주하여 공동체가 법인격을 취득하여도 이를 조직적으로 관

리 운영하는 내부조직이 형성되어야 하고 구성원 총회와 이의 위임을 받은 이사

회와 같은 조직이 필요할 것이다.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따른 복잡한 법률관

계도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따라 보호조치

를 취하지 않을 때 보다 더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이는 재산권을 가지게 될 때에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연히 소요되는 비용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행 여러 나라의 법률적 제도를 살

펴 볼 때에 무형문화유산의 소유권과 법적인 보호의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어

떤 형태로든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이 선결 요건이라 하겠다.18) 

  

  

4. 단체와 개인의 소유권 

둘 이상의 개인이나 공동체 보다 더 적은 규모의 사람들이 모여 구성할 수 

있는 단체가 보유한 무형의 전통문화에 대하여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

가 하는 문제는 위의 공동체의 문제에서 본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단체에게는 

위의 공동체에서 언급한 방법에 의하여 법인격을 부여하거나 공동재산의 개념

tenancy in common 혹은 joint tenancy을 도입하면 될 것이다.19) 개인은 그 자체가 소유권

의 주체로 되는데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의 주체가 

되는 것에 관하여 특별히 논할 것은 없다. 다만 개인이 무형문화유산의 주체가 

된다고 할 경우에 다른 주체 즉, 단체나 공동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형의 전

통문화에 대하여 공공재의 성격을 부정하거나 제한하고 소유권의 주체로 인정

될 수 있는가의 문제만 남는 것이다. 

18_   무형문화의 소유권의 주체를 어떤 방법으로 인식 혹은 규정하여야 하느냐에 관하여 근대 서유럽을 중

심으로 발달되어 온 법률이론을 비판하는 견해도 있으나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SeeI.Mgbeoji, 

On the Shoulders of the “Other’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e 

Persistence of Indigenous Peoples’ Texts and Inter-Textsina Contextual Worldin T.Kono(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ntellectual Property : Communities, Cultural Divers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210 and 220, 2009.

19_   공동 소유에 관한 이 두개의 법률개념은 소유자간의 긴밀도나 대외적인 관계 그리고 상속 등에 관하여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으나 이런 점들은 무형문화유산의 소유권과 그 주체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할 

때에 그 상세를 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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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반 문제점
 

무형문화유산에 소유권의 주체를 인정하고 이를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객체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킨 다음 이를 보존하고 더욱 발전 시키는데에

는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 소유권의 주체를 결정하는 문제

가 위에서 토론한 바에 따라 해결되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그 무형문화유산을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객관화 시키는 작업

이라 할 것이다.20) 즉, 특허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무형문화유산을 응용application

하여 이를 어떤 생산품product이나 과정process로 변환을 시키지 않으면 보호의 객

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상표권의 경우에는 등록을 하여야 하고 저작권의 경우

에는 저작권을 주장하고 보호의 대상이 될 것을 어떤 물질적인 형태로fixed in any 

tangible medium of expression 바꾸어 놓지 않으면 보호의 객체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

이다. 판소리 같은 음악은 악보에 가지고 있어야 하고 소리는 녹음이라도 해 놓

아야 한다. 춤사위는 영상녹화를 해 놓거나 춤을 추는 방법을 기술한 책자라도 

있어야 그 저작권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란서 저작권법은 예외적으로 이런 물질적 형태가 없어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무형문화유산과 저작권법의 관계에서 깊이 참고할 사항이라 하

겠다.21) 

그 다음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형문화유산의 소

유 주체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신규성novelty, 차별성distinctiveness, 독

창성originality과 같은 지적 재산권이 될 수 있는 개관적 기준을 어떻게 충족시키

느냐의 문제이다. 무형문화유산은 그 언어 자체에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오랜 세월을 두고 형성이 된 문화이므로 그것을 지적재산권 보호의 기준을 충족

시키기 위해 응용하거나 표현 매개체를 통해 표현을 해 놓더라도 과연 독창성이

나 신규성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문제는 일부

는 입법적 지원에 의하여 해결을 하고 일부는 재창조를 함으로서 지적재산권 형

20_   Idea 그 자체는 지적 재산권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21_   See T. Janke, supra note 12 at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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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기준을 통과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22)

또한 무형문화유산을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하여 배타적 소유

권을 공동체나 단체 혹은 개인 등에게 부여하는 경우 이의 배타적 남용이 우려

될 수 있다. 원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적 재산권에 관한 문제가 

등장한 것인데 어느 누군가가 배타적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원래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이 무형문화유산이 널리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을 수도 있는 것이다.23) 이 문제에 관한 심각

한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무형문화재유산에 재산권이 인정된다고 할 때에 소유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고찰이 있어야 한다. 미국법의 예로 든다면 특허는 17년,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자연인의 경우 생존기간과 사후 70년, 고용되어 창작한 경우 창작된 날로부터 

120년 혹은 출판된 날로부터 95년 등의 규정이 있다. 무형문화유산은 그 소유권

의 존손 기간을 어떠한 방법으로 규정하느냐 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

다. 왜냐면 전통문화는 오랜 세월을 두고 전승되어야 하는데 갑자기 일정기간에

만 재산적 권리를 인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22_   입법적 지원으로는 예컨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문화는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객체의 

기준을 심사함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통문화의 소유권의 주체를 인정한 날로 부터 신규

성이나 독창성을 가진 것으로 본다.”라는 법조문을 관련 법에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소유권의 주체가 무형의 전통문화를 재창조한다는 것은 무형의 전통문화를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객체로 만드는 작업 예컨대, 영상녹화 혹은 음성녹음 등의 과정에서 전통적인 방법과 더불어 독창성

의 기준에 부합될 수 있는 다소 변형된 여러가지 형태의 시연을 하여 그것을 매개체적 자료로 남겨 놓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3_   저작권법위반의 예외로 공정사용(fair use)라는 것이 있다. 이 원칙은 영리목적이 아닌 예컨대, 교육활동, 

보도활동, 문학적 비평, 풍자, 그리고 언론의 자유 등과 관련된 사용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사용하여

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이 지적재산권을 인정받는 경우 무형문화유

산 그 자체의 역사성과 공공성을 감안하여 침해가 면제되는 범위를 일반의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것 보

다 더욱 넓게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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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는 말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무형문화유산을 지적 재산권을 통하여 보호하려

고 할 경우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을 보

호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지적 재산권을 사용하여야 한다면 공동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은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면 공동체는 무형문화 소유

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보호의 객체이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서 권고한 바에 따라 국

가가 여러 가지 보호수단을 강구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공동

체가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에 비로소 공동체가 자신의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우선 무형문화유산의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

하는 일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이 지적재산권 보호의 객체가 될 

수 있도록 법률적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ends and Challenges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 - 동향과 과제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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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무형문화유산에 대

한 일반의 의식을 제고하고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전통문화표현물, 민간전승물, 전통지식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지난 10년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뜨거운 화제였다. 본 논의는 오래전에 창조되어 그 

무형문화유산의 창작자(들)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거나, 공동체의 여러 구성원에  

의해 연행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다.

유형문화유산의 소유권은 무형문화유산보다 법적으로 쉽게 정의된다. 예를 

들어, 자연유적지 또는 문화유적지, 물질적인 유물의 소유권은 기존의 법제도를 

이용하여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항상 변화하고 재창조되며 많은 

사람들에 의해 유지되는 무형문화유산의 경우, 그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수의 공동체 구성원에 의해 유지되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하여 개발

권 및 소유권을 처분할 권리를 내포하는 서양의 ‘소유권’ 개념을 적용하기 어려

운 경우가 많다. 사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책임custodianship과 관련해서는 ‘관리

stewardship’의 개념이 ‘소유ownership’의 개념보다 더 적절할 수 있다.  무형문화와 관

련해서 ‘문화적 자산’이라는 용어는 ‘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용어에 

의해서 거의 대체되었다.

2003

유네스코 목록 등재관련 
      지적재산권 문제-인도네시아 사례

가우라 만차차리타디푸라

인도네시아 크리스사무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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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지적재산권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지식이나 권한이 없다. 이 주제는 학식있는 다른 발표자가 

다룰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인도네시아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는 

무형문화유산이 전통에 기반한 지적 창조의 원천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조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최종안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전권을 가지

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았다. 협약문을 

조율한 사람들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협약의 규정이 기존 또는 앞으로의 어떠

한 법적 수단과도 중복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하여 유의하였다.1) 그러나 협약문

에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Ⅰ.   무형문화유산의 특정 부분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전통 규칙의 존중

특히 ‘신성하고 비밀스러운’ 지식이라고 분류된 경우는 아래와 같이 언급되

고 규정되었다.

라.   다음을 목표로 하는 법적,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마련한다. 

     (2)   무형문화유산의 특정 양상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여 왔던 관행을 존중하면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을 제공2) 

상기 조항은 2003년 협약에 의해 확정된 세 가지 목록에 대한 등재신청서에 

반영되어 있다.3) 필자는 이에 대한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앙클룽 바훈Angklung 

Buhun은 인도네시아 반텐Banten주 카네케스Kanekes 마을 주민이 연주하는 대나무로 

만든 전통 악기이다. 이 마을의 전통법에 의하면 외부인은 카네케스 마을에 들어

1_   Blake, Janet, Commentary on the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stitute of Art and Law, 2006, Leicester, p.42

2_ 유네스코 2003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13조

3_ 유네스코 2003 협약 사무국, 양식 ICH-02, 5항 c. 및 양식 ICH-0의 관련 항과 ICH-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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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인

도네시아의 앙클룽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의 대표목록에 등재하

기 위한 절차로서 앙클룽 바훈을 녹

음하고 그 악기를 연주하는 바두이 

족Baduy을 인터뷰하기 위하여, 필자

가 소속된 추천연구단은 마을 사람들

을 외부로 초청하였고 주민들로부터 

앙클룽 바훈을 녹음하고 그들을 인터

뷰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았다.4) 

Ⅱ. 등재양식(Form ICH-07) 내용

이 양식은 2003년 협약에 의해 확정된 세 가지 목록에 대한 등재신청서에 필

수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부속문서이다.5) 이 양식의 제목은:

Cession of Rights and Register of Documentation Submitted as Part of 

a Nomination File for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or Representative List
유네스코 긴급보호목록과 대표목록 

등재신청서의 일부로써 제출된 권리양도 동의서 및 제출문서 목록 

이 양식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하기 위하여 유네스코에 제출

하는 등재신청서의 일부로써 사진과 시청각자료를 포함한다. 등재신청서에 기

입된 내용은 유네스코 목록에 등재될 때까지 유네스코 비밀서류를 취급하는 기

존 규칙을 적용받으며, 등재 이후에는 일반에 공개되고 유네스코 웹 사이트에 

수록된다.

4_   인도네시아의 앙클룽을 2009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 위한 추천서류 인도네시아

공화국복지부 정리.

5_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사무국, 양식 ICH-01, ICH-02 및 ICH-03.

인도네시아 반텐(Banten)주 카네케스(Kanekes) 
마을주민이 연주하는 앙클룽 부훈(Angklung 
Buhun) / 가우라 만카카리타디푸라 촬영 
ⓒ2009 인도네시아 문화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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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ICH-07의 관련부분은 아래와 같다:

ICH-07양식

권리양도 동의서 및 제출문서 목록

추천된 유산의 명칭: _______________________

제출 국가(단체): _______________________

1.   본인은 (성명 기입), ________________________, 이 문서로 유네스코에 언어와 전자문서

를 포함한 양식에 제한 없이 다음의 자료(전체 또는 부분으로서)의 사용, 출판, 재생산, 

배포, 전시, 소통 및 일반 공개에 대한 비배타적인 권리를 양도합니다. 본인이 유네스코

에 양도한 권리는 철회할 수 없으며 영구적으로 전세계에서 유효합니다.

사진(필요한 만큼 표의 줄을 늘릴 것)

식별기호 제목 또는 간단한 설명 일자 촬영자
  저작권 정보 : 
  ⓒ[연도] 이름  _____

시청각자료(필요한 만큼 표의 줄을 늘릴 것)

식별기호 제목 또는 간단한 설명 일자 촬영자
  저작권 정보 : 
  ⓒ[연도] 이름  _____

2.   또한 본인은 유네스코에 비상업적 교육 또는 공공정보를 위한 용도를 위하여 제 3자에게 

자료의 전체 또는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재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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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러한 권리는 자료가 사용될 때에 위에 언급된 크레딧이나 이와 동등한 정보가 제공된

다는 조건하에 양도됩니다.

4.   본인은 이 동의서의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권한 일체를 양도할 자격이 있으며 자료들

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함을 증명합니다. 

    a)   기존의 저작권 또는 특허를 어떤 방식으로든 위반하거나 침해하지 않고

    b)   묘사되거나 구체화된 유산에의 접근을 통제하는 어떠한 관습을 침해하지 않고, 외설

적이거나 비방, 명예훼손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일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유네스코에 대한 양도각서 원본에 서명을 한 후, 2부는 유네스코에 반송하고 한 부

는 본인이 보관하십시오)6)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상기 양식에 서명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유네스코는 

사용, 출판, 재생산, 배포, 전시, 소통 및 일반 공개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위반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지금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ICH-07 양식을 단순히 작성하고 기재

해왔다. 그러나 한 인도네시아의 법률전문가는 ICH-07 양식에 포함된 "철회할 

수 없는"과 "영구적으로" 라는 단어와 문구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지적재

산권 또는 저작권은 보통 영구히 주어지기 보다는 일정기간에 한해 부여된다.7) 

이 양식은 유네스코에게만 이러한 자료들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자료의 제

작자와 저작권의 소유자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6_   양식 ICH-07,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사무국

7_   Basuki Antariksa, 인도네시아 공화국 문화관광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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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재신청서에 대한 공동체의 ‘자유의사에 기반하고 사전

에 통보된 동의’에 대한 요구 

공동체의 참여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또 다른 요구사항은 등재신

청서에는 반드시 ‘자유의사에 기반하고 사전에 통보된 동의’에 대한 문서나 다른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는 것이다.8) 이를 위하여 인도네시아는 우선 인도네시아어

로된 등재신청서를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제시하였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였

으며, 2개 국어로 작성된 자유의사에 기반하고 설명이 주어진 사전동의서에 자

유롭게 서명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였다. 그러한 양식의 견

본은 이 발표문에 첨부되어 있다.

4. 무형문화유산 목록관리상의 지적재산권 존중

지적재산권이 고려되어야 할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다른 분야는 무형문화유

산의 목록이다. 무형문화유산 목록 작성시, 특히 사진과 시청각 자료를 포함하

고 이 정보가 웹사이트와 같은 공공영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지적

재산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

인도네시아 문화관광부는 최근에 시행한 “인도네시아의 무형문화유산 목록

Inventory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Indonesia”사업에서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가능성을 예상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각각의 문화유산 항목을 목록에 

기입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은 자료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지역민들이 그러한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에 반대할 확률도 존재한다. 이는 ‘신성한 비밀 지식’

이 목록에 포함됨으로써 일반에 공개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목

록자체는 존재하지만 목록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이는 2003년 협

약에 따라 무형문화유산의 특정부분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전통적인 규정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9) 

8_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사무국,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추천을 위한 양식 ICH-02, 5항.b 및 긴급한 

보호 양식 ICH-0, 우수사례목록 양식 ICH-03관련 항

9_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13조, (d) ii, 양식ICH-02 5항 c), 양식 ICH-01 및 ICH-03의 관련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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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록에 대한 (a) 공동체/조직/협회/기관, (b) 사회단체 

또는 (c) 개인과의 동의

참고 :

공동체/사회단체/개인들과 동의 하에 신성한 지식과 기술(비전해온)을 포함

하는 무형문화유산의 일부분은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러한 유산 역시 

인도네시아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것이다.10) 

요약하면,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에

서 담당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정의하거나 정립하는 것

보다는 일반의 인식을 제고하고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부분에 더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위의 4가지 예시에서 보듯이 2003년 협약은 그 시행에 있어서 지적재산

권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

10_   인도네시아 문화관광부 및 유네스코 자카르타 지부, 상게서, 목록 양식 및 제3장.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re for Asia and the Pacific



제3장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

정보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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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ends and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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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89

무
형

문
화

유
산

의
 디

지
털

 아
카

이
브

와
 지

적
재

산
권

Ⅰ. 논의의 배경과 목표

재 운영되고 있는 지적재산권법 체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상에 대해 

한정된 기간 동안만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무형문화유산은 지

적재산권법 체계가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대부분 공유의 영역public domain에 속하게 된다. 그 결과 해당 공동체에 속하지 않

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관련 공동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 무형문화유산을 왜곡하

여 사용하거나 또는 상업적 이용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을 공유하지 않는 사례들

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통적 공동체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그동안 유네스코UNESCO와 세계지적재

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왔고 지금도 계

속되고 있다.1) 특히 WIPO에서는 유전자원,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을 둘러싼 

1_   지적재산권법체계에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는 반세기에 가깝다. 1967년 베른협약 

개정을 위한 논의에서 민간전승물(folklore)의 보호를 위한 논의를 시작으로, 1976년 개발도상국을 위한 

튀니스 모델법, 1982년 WIPO-UNESCO 모델 규정이 채택되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WIPO에

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현

무형문화유산의 디지털 아카이브와 
                                   지적재산권

이철남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90

무
형

문
화

유
산

 보
호

와
 지

적
재

산
권

 -
 동

향
과

 과
제

지적재산권 쟁점들에 관해, 1998년부터 1999년까지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의 

지적재산과 관련된 요구와 기대를 규명하기 위한 실제사례연구작업을 진행하였

고,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지적재산과 유전자원, 전통지식, 그리고 전통문화표

현물에 대한 정부간위원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2) 

국제기구에서의 논의와 함께, 개별 국가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관

한 국제적 논의를 자국 내에 소개하는 한편, 무형문화유산에 관련된 기관 및 공

동체들의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행위규범code, conduct 등을 소

개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3) 하지만,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무형문화유산을 보전하고 계승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처리에 관한 쟁

점은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4)

2003년 체결된 무형문화유산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은 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체약국들에게 자국이 처한 상황에 맞

추어 자국의 영토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목록inventory을 작성

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5) 이에 맞추어 문화재청은 국가

2_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오기석, 「전통문화표현물(TCEs/EoF)의 보호에 관한 국제 동향 연구」, 저작권위

원회, 2007. 12. 참조.

3_   독일의 경우 2000년부터 막스플랑크 연구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논의와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물이 Indigenous Heritage and Intellectual Property :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Silke von Lewinski, 2007) 에 집적되어 있으며, 전통적 공동체와 현대 사회가 공존하고 있는 오스

트레일리아의 경우 전통적 공동체의 문화에 접근, 이용하고 이를 활용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방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Emily Hudson, 「Cultural Institutions, Law and Indigenous Knowledge: A 

Legal Primer on the Management of Australian Indigenous Collections」, The University of MELBOURNE, 

ipria, 2006.). 이 밖에 인도(Shubha Chaudhuri,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in an Ethnomusicology 

Archive」, WIPO, 2009), 미국(Martin Skrydstrup , 「Towards Intellectual Property Guidelines and Best 

Practices for Recording and Digitiz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A Survey of Codes, Conduct and 

Challenges in North America」, WIPO, 2009) 등 다양한 국가에서 비슷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4_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서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특허청 등을 중심으로 일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저작권 문제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나 저작권위원회를 중심으

로 무형문화유산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논의가 있으나, WIPO 정부간 위원회의 논의 등을 소개하거

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논의에 그치고 있어, 무형문화유산의 기록화 작업 등에서의 이

해관계나 지켜야 할 규범 등에 대한 논의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5_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ticle 12 - Inventories

      1.   To ensure identification with a view to safeguarding, each State Party shall draw up, in a manner geared 

to its own situation, one or more inventories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esent in its territory. 

These inventories shall be regularly updated.

      2.   When each State Party periodically submits its report to the Committe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9, it 

shall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on such inven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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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을 만들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6) 

이 글은 무형문화유산을 기록화하고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

게 되는 법적 쟁점, 특히 지적재산권 쟁점들을 분석하고 있다. 보다 체계적인 분

석을 위해 보호의 대상(권리의 객체), 수혜자(권리의 주체), 보호의 방법(권리의 

내용)이라는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 틀frame을 바탕으로 현재

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졌던 무형문화유산 기록화/아카이브 사례(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 작업 등)를 점검해 보고,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끝맺

고자 한다. 

Ⅱ. 논의의 대상과 틀

1. 무형문화유산의 기록화/아카이브와 이해관계

무형문화유산과 지적재산권, 특히 무형문화유산의 기록화 과정에서 지적재

산권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형문화유산이 기록 및 수집되어 활용되는 일

반적인 형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7) 

 

6_   아울러, 아태무형유산센터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기록화 작업을 지

원하고 있다. 박원모,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과 지역 연구의 과제』, 2010. 9. 10. 아태지역 무형유산보호를 위한 국내 전문가 회의 자료집. 

7_   함한희, 「무형문화유산의 아카이브 필요성과 발전방향 - 전통지식의 보존과 활용」, 『무형유산아카이브의 

현황과 발전방향 국제학술심포지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ICH

TCEs TK

기록물

기록물

기록물

무형문화유산 아카이브

ICH의 활용

무형문화유산 : 공동체, 그룹, 개인

기록물 : 기록자

아카이브 : 연구소, 박물관 등

활용 : 이용자

전통의약지식
TMK

민간전승물
Folklore

유전자원
Genetic Resources

전통지식
Traditional Knowledge

그림1 ICH 기록화/아카이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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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의 기록 및 수집, 활용과정에서의 이해관계인은 그림과 같이 

단순화해 볼 수 있다. 

2. 분석의 틀

지적재산권도 재산권 또는 권리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권리의 객체(보

호대상), 권리의 주체(수혜자) 및 권리

의 내용(보호방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무엇을 보호할 것

인가,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인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관점

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기록화/아카이

브에 관한 법적 쟁점들을 체크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의 슬램덩크 

사례는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

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것

인데, 사진의 대상이 된 농구경기에까

지 논의를 확장하면 무형문화유산의 지적재산권 논의체계와 유사한 쟁점들이 

발생한다. 권리의 객체 측면에서는 농구경기 그 자체가 보호대상이 되는가, 농

구선수들의 플레이가 하나의 공연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가 등의 쟁점이 있을 

수 있다. 권리의 주체 측면에서는 누가(농구선수 개인, 선수협의회, 구단, NBA, 

심판, 관중 등)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의 쟁점이 발생한다. 권리의 내용 측면에서

는 과연 어떠한 권리(인격권, 재산권 등)를 부여할 것인가의 쟁점이 있다.  

ICH

TCEs TK

기록물

기록물

기록물

무형문화유산 아카이브

ICH의 활용

무형문화유산 : 공동체, 그룹, 개인

기록물 : 기록자

아카이브 : 연구소, 박물관 등

활용 : 이용자

전통의약지식
TMK

민간전승물
Folklore

유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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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al Knowledge

그림 2 ICH 기록화/아카이브의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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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쟁점

1. 권리의 객체

먼저 권리의 객체, 즉 보호대상의 측면에서 살펴보자. 앞에서 보았던 무형문

화유산의 기록화 과정을 놓고 보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만한 부분으로 무형

문화유산 그 자체, 무형문화유산의 기록물, 기록물들을 체계적으로 모아둔 아카

이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 그 자체

보호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무

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을 “공동체, 집단 및 개인들이 그들의 문

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실행practices, 표출representations, 표현expressions, 지

식knowledge 및 기술skills과, 이와 관련된 도구instruments, 사물objects, 유물artefacts 

및 문화공간cultural spaces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8) 이들을 유

형화하면 a)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체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

현; b) 공연 예술; c) 사회적 실행, 의식, 그리고 축제; d) 자연과 우주에 대

한 지식 및 관습; e) 전통적 공예 기술로 분류된다.9) 그런데, 유네스코가 이

해하는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계속 변화하

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비슷한 것이다. 즉 “세대를 통해 전해오는 이 무형

문화유산은 공동체와 집단이 그들의 환경에 대한 반응, 자연과의 교류, 존

재의 역사적 조건에 대응하여 끊임없이 재창조하며 이들에게 정체성 및 지

속성을 제공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시키

8_   Article 2 - Definitions. 

      1.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eans the practices, representations, expressions, knowledge, skills - as 

well as the instruments, objects, artefacts and cultural spaces associated therewith - that communities, groups 

and, in some cases, individuals recognize as part of their cultural heritage. 

9_   Article 2 - Definitions. 

      2.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defined in paragraph 1 above, is manifested inter alia in the following 

domains: (a) oral traditions and expressions, including language as a vehicle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 performing arts; (c) social practices, rituals and festive events; (d) 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 (e) traditional craftsma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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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10)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이해하는 무형문화유산은 보호safeguarding의 

대상으로서는 몰라도, 권리의 객체로 취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11) 

WIPO에서의 논의는 약간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선 무형문화유산을 포괄

적으로 보지 않고 유전자원,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로 나누어 보고 있다.12) 

이와 같이 나누어 살펴보고 있는 것은 WIPO가 저작권, 특허권 등 기존의 지적

재산권 체계에 익숙하기 때문일 게다. 이들 중 전통문화표현물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은 무형문화유산 그 자체가 아니라, 외부에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일정

한 형태forms를 띤 것을 의미한다.13) 

이것은 저작권 보호체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내용이다. 반면, 전통지식

Traditional Knowledge은 전통적 컨텍스트에서의 지적 활동의 결과인 지식의 내용

10_   Article 2 - Definitions. 

       1.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Thi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ansmit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s constantly recreated by communities and groups in response to their environment, their 

interaction with nature and their history, and provides them with a sense of identity and continuity, thus 

promoting respect for cultural diversity and human creativity. 

11_   무형문화유산 또는 전통지식과 IP, SUI GENERIS FORMS에 대해서는 Christopher Arup, “How Are the 

Different Views of Tradktinal Knowledge Linked by International law and Global Governance?”, Christoph 

Antons (ed), 「Traditional Knowledg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the 

Asia-Pacific Region」,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09., p.73-74.

12_   Christoph Antons, 「The International Debate about Traditional Knowledge and Approaches in the Asia-

Pachifc Region」, Christoph Antons (ed), 「Traditional Knowledg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the Asia-Pacific Region」,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09., p.51.

13_   WIPO, Revised Draft Provisions for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ARTICLE 1: SUBJECT MATTER OF PROTECTION

     (a)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or expressions of folklore are any forms, whether tangible and 

intangible, in which traditional culture and knowledge are expressed, appear or are manifested, and 

comprise the following forms of expressions or combinations thereof: 

           (i)   verbal expressions, such as: stories, epics, legends, poetry, riddles and other narratives; words, 

signs, names, and symbols;

         (ii)   musical expressions, such as songs and instrumental music;

         (iii)   expressions by action, such as dances, plays, ceremonies, rituals and other performances, whether 

or not reduced to a material form; and,

         (iv)   tangible expressions, such as productions of art, in particular, drawings, designs, paintings (including 

body-painting), carvings, sculptures, pottery, terracotta, mosaic, woodwork, metalware, jewelry, 

baskets, needlework, textiles, glassware, carpets, costumes; handicrafts; musical  instruments; and 

architectural forms;

     which are:

     - (aa)   the products of creative intellectual activity, including individual and communal creativity;

     - (bb)   characteristic of a community’s cultural and social identity and cultural heritage; and

     - (cc)   maintained, used or developed by such community, or by individuals having the right or 

responsibility to do so in accordance with the customary law and practices of that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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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또는 실체substance이다.14)15) 특허법이나 영업비밀로 보호하기에 적합한 형

태이다.16)

무형문화유산과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의 관계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

게 볼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세 가지 모두 고유의 영역을 가지면서 일

부 중복된 부분이 있는 형태이다. 다른 한편, 전통지식의 범주를 넓게 이해하는 

견해는 전통문화표현물을 전통지식의 일부로 보기도 한다.17)

  

무형문화유산의 기록물과 아카이브

특히 기록화과정에서 중요한 보호대상은 무형문화유산의 기록물과 이들을 

체계화한 아카이브 등이다. 예를 들어 구술기록, 도서, 녹음물, 영상물 등의 경우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아카이브는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데이

터베이스로서, 또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14_   For the purpose of these principles only, the term ‘traditional knowledge’ refers to the content or substance 

of knowledge resulting from intellectual activity in a traditional context, and includes the know-how, 

skills, innovations, practices and learning that form part of traditional knowledge systems, and knowledge 

embodying traditional lifestyles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or contained in codified knowledge 

systems passed between generations. It is not limited to any specific technical field, and may include 

agricultural, environmental and medicinal knowledge, and any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15_   Christoph Antons, 「The International Debate about Traditional Knowledge and Approaches in the Asia-

Pachifc Region」, Christoph Antons (ed), 「Traditional Knowledg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the Asia-Pacific Region」,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09. 

16_   WIPO에서의 논의 내용은 ICH 협약상의 무형문화유산 전반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WIPO가 현재의 지적재산권법 보호체계에 익숙하고, 선진국들의 이해관계에 얽혀있다는 한계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17_   Christoph Antons, p.39. “...holistic concepts of knowledge and knowledge transmission and they 

encompass everything from artistic, literary and oral cultural expressions to signs and symbols to traditional 

medicines, plants, agricultural knowledge and knowledge about biodiversity and th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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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기록물

기록물

무형문화유산 아카이브

ICH의 활용

무형문화유산 : 공동체, 그룹, 개인

기록물 : 기록자

아카이브 : 연구소, 박물관 등

활용 : 이용자

전통의약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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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승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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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ICH, TCEs, TK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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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의 주체

보호의 대상이 정해진 후에는 보호를 통해 발생하는 혜택을 누구에게 귀속

시킬 것인가, 즉 권리의 주체에 관한 쟁점이 발생한다.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자

먼저 무형문화유산 그 자체를 놓고 보면, 그러한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 그룹, 개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18) 아울러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15조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생산, 보존 및 전승의 주체가 토착 공동체 및 집

단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가능한 한 이들의 폭

넓은 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19) 그런데, 권리의 귀

속주체는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상의 공동

체 등의 개념은 매우 모호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WIPO에서의 논의에서도 권리의 주체, 수혜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

다. 전통문화표현물의 경우에는 토착민과 공동체, 개별적인 그룹, 가족, 종족, 

국가, 전통적/문화적 공동체 또는 국가 등이 수혜자로 거론되고 있다.20) 전통지

식의 경우 공동체가 수혜자로 논의된다.21)

18_   ICH 협약에서도 무형문화유산을 정의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공동체, 그룹, 개인을 설정하고 있다.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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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_   Article 15 participation of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Within the framework of its safeguarding activities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ach State 

Party shall endeavour to ensure the widest possible participation of communities, groups and, where 

appropriate, individuals that create, maintain and transmit such heritage, and to involve them actively in its 

management.

20_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should be 

for the benefit of the indigenous peoples and communities, individual groups, families, tribes, nations and 

traditional and other cultural communities or the nation/ or the countries, to which a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expression of folklore is specific

     a)   in whom the custody, care and safeguarding of the TCEs/EoF are [entrusted] existing in accordance with 

their customary law [and] or practices; and

     b)   who maintain, control, use or develop th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as being 

[characteristic] authentic and genuine of their cultural and social identity and cultural heritage.

21_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should benefit the communities who generate, preserve and transmit 

the knowledge in a traditional and intergenerational context, who are associated with it and who identify 

with it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Protection should accordingly benefit the indigenous and traditional 

communities themselves that hold traditional knowledge in this manner, as well as recognized individuals 

within these communities and peoples. Entitlement to the benefits of protection should, as far as possible 

and appropriate, take account of the customary protocols, understandings, laws and practices of these 

communities and peo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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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의 기록자 및 아카이브 구축자

무형문화유산의 기록물이나 아카이브의 경우에는 권리주체의 범위가 보다 

확대된다. 기록의 대상이 된 공동체, 그룹, 개인들뿐만 아니라 기록을 담당했던 

기관 또는 개인이 권리의 주체에 포함된다. 그리고 아카이브를 구축한 기관 또

는 개인들 까지도 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3. 권리의 내용

무형문화유산의 보호safeguarding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공동체들 간에서 새로운 대화를 위해 생성시키는 

환경과 더불어 세계화의 과정과 사회적 변형의 과정이 특히 그 유산의 보전을 

위한 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편협의 현상처럼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훼손, 상

실, 파괴라는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을 위해 당

사국들이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 ‘보호safeguarding’은 특히 공식적 비공

식적 교육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을 확인, 문서화, 연구, 보호, 보호, 증진, 전수 

등 이의 구현을 위한 조치를 의미한다.22) 이상과 같은 협약의 취지와 내용을 볼 

때 국가가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할 의무는 있지만, 해당 공동체 등이 갖는 특별

한 ‘권리’를 설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적재산권법 등 현행법 체계에 의한 보호

무형문화유산과 그것의 기록물 및 아카이브는 지적재산권법 등 현행법 체계

에 의해서 일정부분 보호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무형문화유산의 기록물 대다

수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며, 기록물을 수집한 아카이브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온라인디지털컨텐츠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실연자들의 경우 저작권법상

의 저작인접권, 또는 초상권 등 일반적인 인격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표권, 지리적 표시 등을 통해 일정부분 보호가 가능하다. 

22_   Article 2 - Definitions. 

        3. ‘Safeguarding’ means measures aimed at ensuring the viability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cluding the identification, documentation, research, preservation, protection, promotion, enhancement, 

transmission, particularly through formal and non-formal education, as well as the revitalization of the 

various aspects of such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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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무형문화유산 그 자체를 현행 지적재산권법 체계에 의해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무형문화유산 그 자체는 대부분 공유의 영역public domain에 

속하기 때문에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받기 어렵다. 예를 들어, 무형문화재 그 자

체의 ‘원형’이 있다면, 그 원형은 대부분 저작재산권이 소멸되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지적재산권법 체계는 권리자가 명확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무형문

화유산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전통적인 예술적 유산으로 저작자를 특정하기

가 쉽지 않다. 이 밖에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

적으로 출원하고 등록을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전통적 공동체는 산업재산권

의 출원에 관심이 없거나 여력이 없다. 특허권의 경우에는 신규성 상실로 보호

받기 어렵다. 

특별법에 의한 보호여부

WIPO에서의 논의는 현행 지적재산권법 체계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적

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시작한다. WIPO의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들은 그

들의 전통적인 문학 및 예술 작품들을 모욕하거나 훼손하는 형태로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할 뿐 아니라, 무단으로 복제, 수정, 배포, 공연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과; 

공예품, 특별히 그들의 스타일을 보호할 것과; 출처, 제조자 등에 대해 허위로 

표시하거나 오도하는 것을 금지할 것과; 전통적인 기호나 상징물을 함부로 사용

하지 못하도록 할 것 등을 요구해 왔다.23) 요구 사항들은 현재의 초안에 일부 반

영되어 있다.24) 

WIPO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은 전통문화표현물 또는 전통지식과 관련

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하는 형태로 무형문화유

산의 보호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서의 보호safeguarding과

는 논의의 차원이 다르다. 예를 들면 전통문화표현물의 경우 전통문화표현물이 

유래된 관련 공동체를 표시하고, 왜곡하거나 훼손 그 밖에 품격을 손상시키는 

형태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허위, 혼동, 오도하는 

표시를 하지 말 것, 수익이 발생할 경우 공동체에 보상하거나 이익을 공유할 것,

23_   WIPO 관련 문서 참조.

24_   ARTICLE 3: ACTS OF MISAPPROPRIATION (SCOPE OF PROTECTION).



299

무
형

문
화

유
산

의
 디

지
털

 아
카

이
브

와
 지

적
재

산
권

 비밀로 유지 되고 있는 전통문화표현물을 함부로 공개하지 말 것과, 지적재산

권을 행사하지 말 것 등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25) 

25_   ARTICLE 3: ACTS OF MISAPPROPRIATION (SCOPE OF PROTECTION)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of particular value or significance

      (a)   In respect of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of particular cultural or spiritual 

value or significance to a community, and which have been registered or notified as referred to in 

Article 7, there shall be adequate and effective legal and practical measures to ensure that the relevant 

community can prevent the following acts taking place without its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i)   in respect of such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other than words, signs, names 

and symbols:

          -   the reproduction, publication, adaptation, broadcasting, public performance, communication to the 

public, distribution, rental,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and fixation (including by still photography) 

of th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or derivatives thereof;

          -   any use of th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or adaptation thereof which 

does not acknowledge in an appropriate way the community as the source of th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   any distortion, mutilation or other modification of, or other derogatory action in relation to, th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   the acquisition or exercise of IP rights over th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or adaptations thereof;

      (ii)   in respect of words, signs, names and symbols which are such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expressions of folklore, any use of th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or 

derivatives thereof, or the acquisition or exercise of IP rights over th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expressions of folklore or derivatives thereof, which disparages, offends or falsely suggests a connection 

with the community concerned, or brings the community into contempt or disrepute;

       Other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b)   In respect of the use and exploitation of other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not registered or notified as referred to in Article 7, there shall be adequate and effective legal and 

practical measures to ensure that:

      (i)   the relevant community is identified as the source of any work or other production adapted from th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expression of folklore; 

      (ii)   any distortion, mutilation or other modification of, or other derogatory action in relation to, a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expression of folklore can be prevented and/or is subject to civil or 

criminal sanctions;

      (iii)   any false, confusing or misleading indications or allegations which, in relation to goods or services that 

refer to, draw upon or evoke th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expression of folklore of a community, 

suggest any endorsement by or linkage with that community, can be prevented and/or is subject to civil 

or criminal sanctions; and

      (iv)   where the use or exploitation is for gainful intent, there should be equitable remuneration or benefit-

sharing on terms determined by the Agency referred to in Article 4 in consultation with the relevant 

community; and Secret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c)   There shall be adequate and effective legal and practical measures to ensure that communities have 

the means to prevent the unauthorized disclosure, subsequent use of and acquisition and exercise of IP 

rights over secret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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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향후 과제

무형문화유산을 기록하여 도서관, 박물관, 국가기록원 등에 보관한 후, 단순

히 연구목적으로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쟁점들이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요즘과 같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디

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특히 저작권에 관한 쟁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더 나아가 상업적

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과거의 기록화 작업과는 달

리, 무형문화유산의 디지털 아카이브 작업은 사전에 지적재산권 쟁점들을 염두

에 두고 진행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크게 두가지 점에서 접근해 본다. 첫 번째는 

무형문화유산 그 자체에 관한 보호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된 WIPO에서의 논의, 

즉 유전자원,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에 관한 최근의 논의동향을 파악하고, 

주요국의 입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태지역에서 무형문화유산을 이미 

국내법 수준에서 일정정도 보호하고 있는 국가들(아세안26), 호주/뉴질랜드, 인도 

등)의 제도운영 현황, 최근의 논의 동향 등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아

태무형유산센터의 활동과 관련하여 특히 그러하다.) 그 과정에서 국내에서의 관

련 논의를 심화시키고, 지적재산권법 체계를 통해 보호해야할 무형문화유산의 

대상, 권리의 귀속 및 내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

다. 필요하다면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무형문화유산 기록화/아카이브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쟁점을 정리

하고 관계자들에게 적절한 가이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가이드에는 무형문화

유산에 관한 연구자, 채집자, 박물관 등이 기록화 작업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27) 

적절한 가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및 기록화 과정

에 서의 이해관계와 지적재산권 관련 쟁점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할 필

26_   인도네시아의 1982년 저작권법은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권리를 정부가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한

다.Christoph Antons (ed.), p.53.

27_   ARTICLE 5: EXCEPTIONS AND LIMITATIONS

      (a)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TCEs/EoF should:

      (iii) not apply to utilizations of TCEs/EoF in the following cases:

       -   the making of recordings and other reproductions of TCEs/EoF for purposes of their inclusion in an 

archive or inventory for noncommercial cultural heritage safeguarding purpos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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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개인적 견해로는, 특히 정부의 지원을 통해 만들어지고 구축된 기록

물/아카이브는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를 위해 무형문화유산

과 그 기록물, 아카이브에 대한 국가의 지적재산권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 본다.28)

28_   중요무형문화재 기록사업 결과물, KBS 영상물 등의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BBC의 사례조사.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ends and Challenges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 - 동향과 과제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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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통지식이란 전통적 공동체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전통지식은 지역법, 관습 및 전통 하에 수세기 동안 세대에서 세대로 전

승되고 개발되어 왔다. 이런 전통지식은 식품안전, 농업개발 및 의료치료와 같

은 핵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또한 여전히 하고 있다. 

서구 과학은 일반적으로 전통지식의 중요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 

사용과 관련하여 어떤 의무도 부여하지 않았고, 공동체의 생활환경 및 문화가치

를 파괴하며, 전통지식의 손실을 가속화시켰다. 그러나 최근에 서구 과학은 전

통지식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전통지식이 현대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유용한 해결점을 발견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전통지식은 가치 있는 지식의 원천으로서의 점증하는 인식에도 불구

하고 일반적으로 서구 지적재산권법제 하에서는 공유의 영역public domain 즉, 자

유롭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정보로서 취급되었다. 더욱이 어떤 경우에는 다

양한 형태의 전통지식이 연구자와 기업에 의하여 지식의 창설자나 소유자에게 

어떤 보상도 없이 지적재산권법제하에서 도용되어 왔다. 

전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적재산권의 보호-한의학 DB 사례

고광국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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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통지식은 그것을 개발하고 보존한 공동체와 문화에 대한 소중한 

유산이다. 대개의 전통지식은 서면에 의한 보존보다는 개인의 관찰과 경험을 통

해 습득되어 구전에 의해 계승되고 있다. 이처럼 전통지식은 원칙적으로 공중의 

영역에서 개방되어 있다 보니 특정 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누구나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그 결과 누가 그 지식의 소유자인지를 규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생물다양성의 보존, 이들의 지속적 이용 및 유전자원의 이용에 의하

여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한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이 1992년 채택된 이후 전통지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

라 수많은 학자,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및 정부기관의 노력에 의하여 전통지식

의 보호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었다. 특히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를 중심으로 전통지식의 보호문제가 빈번히 논의되어 왔

으며, 전통지식을 지적재산권의 일부로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개도국을 

중심으로 적극 개진되고 있다.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예술기구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는 2003년 파리에서 개최 된 유네스코 총회에서 지금까지 무

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구속력 있는 다자간 협약이 없음에 유의하여 ‘무형문화

유산 보호 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e Heritage’을 체결하였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제11조는 각 당사국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

여 ‘필요한 조치the necessary measures’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 12조는 각 당사국은 자기 영토 내에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하나 또는 그 이상

의 ‘목록’inventory을 작성하여야하며 이 목록은 정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으로 7건이 등재되어 있으며 

독일(11건), 오스트리아(10건), 폴란드·러시아(9건), 멕시코(8건)에 뒤이어 프랑

스, 덴마크와 더불어 공동 세계 6위로 세계가 그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해야할 무

형유산을 풍부히 가지고 있는 나라로 인정받고 있다. 등재된 7건 중에 특히 이 

발표와 관련된 전통의약지식을 집대성한 의서인 ‘동의보감’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 전통의약인 한의학의 데이터베이스화의 지적재산권에 관련하여 

첫째, 모든 한의약지식의 공유화로 인한 지적재산권 보호의 불능 문제 둘째, 전

통지식의 공통적 특성상 발생하는 한의약 특수처방인 비방의 전수 즉 기록화 되

지 않은 지식의 보호 육성의 문제 셋째, 전통의약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경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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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 있는 중국과의 원조originality의 다툼 문제 넷째, 정보공유의 문제 등이 거

론된다. 따라서 이 발표에서는 이러한 쟁점에 대하여 그 내용 파악과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Ⅱ.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적재산권의 보호

전통지식의 개념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는 것은 보호의 대상 및 범위 확정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전통지식의 개념정의를 내리

기 어려운 이유는 이를 다른 종류의 지식과 구분하여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리하여 단순히 전통지식은 ‘토착 및 전통적 지역공동체Indigenous 

and traditional community’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의 총칭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개념정의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생물다양

성협약 제8조(j)는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가지는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의 지식

knowledge·혁신적 기술innovations 및 관행practices”이라는 문구를 두고 있다. 그리하

여 생물다양성협약 제8조(j)를 고려한다면 전통지식은 “전통적 지식, 혁신적 기

술 및 관행”의 준말로 이해될 수 있다.

WIPO는 전통지식을 전통에 기반을 둔 문학, 예술, 또는 과학저작물, 실현, 

발명, 과학적 발견, 디자인, 마크, 명칭 및 심벌, 비공개 정보 및 산업, 과학, 문

학 또는 예술분야에서의 지적 활동으로부터 나오는 기타 모든 전통에 기반을 둔 

혁신과 창조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과 비교할 개념으로는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과 ‘민

간전승물folklore’ 또는 ‘민간전승표현물expression of folklore’이 있다. 우선 유전자원이

라 함은 유전정보를 비롯한 각종 생물정보의 추출이 가능한 모든 대상의 자원을 

뜻한다. 생물다양성협약CBD의 경우에도 유전자원을 실제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가진 유전물질genetic material로 정의하고 있다. 민간전승물은 전통지식 중 전통적

으로 내려오는 예술적인 형태의 표현물을 의미하며 전통표현미술물, 전통음악

표현물 및 전통문학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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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전통지식은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온 지식의 총칭이다. 그러므로 

전통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지적 활동의 산물이면 전통지식에 포함된다. 이러

한 전통지식의 개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통지식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상당히 많으며,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한의약을 들 수 있다. 

전통지식 중 전통의약 관련 전통지식은 지적재산권적 보호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전통지식의 구체적인 예로서 국제무대에서 빈번히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전통의약지식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는 단순히 선행기술로서의 정보제공과 이

를 통한 잘못된 특허의 방지라는 목적 이외에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전통의약 

관련 전통지식을 토대로 한 발명을 창작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기초 자료로 널리 

제공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1. 한의학 데이터베이스 구축

우리 전통지식의 하나인 한의학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하여 살펴보기 전에 

다른 나라의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의 대표적인 예로 인도와 중국을 살펴보고

자 한다.

인도의 경우는 전통지식 디지털도서관Traditional Knowledge Digital Library: TKDL

이 있다. TKDL 프로젝트에 의한 문서화는 전통지식을 갖지 않는 발명자의 특허

취득을 막는 역할을 하며, 인도의 국가적 관심사이다. 인도정부는 미국특허청이 

부여한 심황뿌리Turmeric과 바스마티Basmati 특허 및 유럽특허청이 부여한 님Neem 

특허의 취소를 전통지식 보유자라는 사유로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한편 중국은 1980년대부터 전통지식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작하여 현

재 50여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전통의약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전통지식, 전통의약지식, 민간전승물 및 유전자원의 관계>

ICH

TCEs TK

기록물

기록물

기록물

무형문화유산 아카이브

ICH의 활용

무형문화유산 : 공동체, 그룹, 개인

기록물 : 기록자

아카이브 : 연구소, 박물관 등

활용 : 이용자

전통의약지식
TMK

민간전승물
Folklore

유전자원
Genetic Resources

전통지식
Traditional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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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477,000건 이상의 중국 전통의약 의약서 초록 및 참고문헌을 보유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중의약, 침, 기공, 중국마사지, 건강증진 및 기타 사

항을 포괄하고 있다. 매년 42,000건 이상의 기록물이 이 시스템에 추가되고 있으

며, 중국어와 영어버전이 있다.

우리 국내의 전통지식 관련 데이터베이스 현황으로는 전통지식 관련 자료에 

대한 국·영문 DB를 구축하여 우리나라 및 해외 주요국의 특허청에서 관련 특

허심사 시 선행기술로 활용토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이 국내·외에서 우

리나라 전통지식과 관련된 특허권을 취득하여 사업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화하여 한의약 등 관련 분야 연구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학문 및 산업분야 발전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도별 DB 구축 내용 및 형태>(2003-2010년)

사업 명칭 세부내용 형태
파일

형식
수량

서비스

제공현황

2003년도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디지털화

o 한의고문헌정보

-   의방유취, 제중신편, 임원경제지 등 고의

서 163종의 원문 텍스트, 이미지, 해제

문자 XML 87,000면

웹이미지 JPG 50,000면

문자 XML 1,800매(해제)

o 한의치료기술정보

-   한방치료기술, 교육자료 등

문자 XML 5,000면
웹

이미지 JPG 10,000점

2004년도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디지털화

o 한의고문헌

-   의학문답류 한의학 희귀본, 귀중본 고서 

   157종의 원문 텍스트, 이미지, 해제

문자 XML 800만자

웹이미지 JPG 14,000면

문자 XML 1,800매(해제)

o 한의치료기술정보

-   처방집 등 한의 치료기술 관련 50종
문자 XML 원문1,300만자 웹

o 한의 용어사전

- 한의학 주요용어해설
문자 XML

텍스트600만

자
웹

o 한의학 용어 시소러스

- 한의학 시소러스 디스크립터
문자 XML

디스크립터

3,000개
웹

2005년도 

한의학

지식정보자원디

지털화

o 한의고문헌

-   한의학 희귀본, 귀중본 고서 47종의 원문 

텍스트, 이미지, 해제

문자 XML 150만자

웹이미지 JPG 7,500면

문자 XML 1,000매(해제)

o 한의전문의료정보

- 본초약재 텍스트, 이미지, 2D 플래쉬

문자 XML 4,000매

웹이미지 JPG 2,000점

2D SWF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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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명칭 세부내용 형태
파일

형식
수량

서비스

제공현황

2005년도 

한의학

지식정보자원디

지털화

o 한의건강의료정보

- 전통요법(식치, 도인, 금기)

문자 XML 2,000매
웹

이미지 JPG 500점

o 한의학 용어 시소러스

- 한의학 시소러스 디스크립터
문자 XML

디스크립터

3,000개
웹

 2007년도 

한의학

지식정보자원디

지털화

o 한의고문헌

-   한의학 희귀본, 귀중본 고서 14종의 원문 

텍스트, 이미지, 해제

문자 XML 44,446면

웹이미지 JPG 44,446면

문자 XML 1,000매(해제)

o 한의학 멀티미디어 정보

- 본초약재, 전통의약설화, 기공체조

동영상 WMV 30분
웹

2D SWF 70점

o 한의건강의료정보

- 전통요법(식치, 도인, 금기) 

문자 XML 2,000매
웹

이미지 JPG 500점

2008년도

한의고전명저 

총서DB구축

o 한의고문헌

-   청강의안/진양신방 등 전통의학 고문헌 

314권

문자 XML 43,740면

웹

이미지 JPG 44,229면

o 한의건강의료정보

- 한반도 한의학정보/전통요법
문자 XML 2,015매

o 기공체조 동영상 동영상 WMV 30분

2009년도 

한의고전명저 

총서DB구축

o 한의고문헌

-   청강의안/동의보감 등 전통의학 고문헌

   276종 

문자 XML 38,800면

웹이미지 JPG 38,800면

o 기공체조 동영상 동영상 WMV 60분

2010년도

한의고전명저 

총서DB구축

o 한의고문헌

- 청강의안/고문헌

문자 XML   58,974면

웹이미지 JPG   58,974면

o 응용SW 기능개선

2. 한의학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적재산권의 보호

전통지식에 포함되는 전통의약지식은 보호할 가치가 높은 전통지식으로 인

식되고 있다. 20세기 중반에 출현한 만성질환, 암,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 난치성 

질환에 대해 서양의학 자체 내에서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고 또한 21세기 

들어 의약산업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변화되고 있어 비교적 안전하고 장기 복용 

가능한 전통의약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세계 의학기술의 선진국들은 전통의약지식과 유전자원에서 해결책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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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연구비, 인력과 첨단 기술을 투자해 많은 경제적 효과를 얻고 있으며, 전통의

약지식은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처럼 어려운 신약개발에 기초가 되어 발

명특허의 성공률을 높이게 되었다. 

전통지식에 기반을 둔 발명에 대하여 특허가 부여됨으로 전통지식 보유자

와 이를 활용하여 특허를 획득한 개발자간에 전통지식의 가치와 그에 기초한 특

허로부터 얻은 수익에 대한 이익배분에 관하여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전통의

약지식에 의한 신약개발이 특허되는 경우 그 이익은 대부분의 경우 신약개발자 

즉, 특허권자에게 독점되었고, 이렇게 되는 경우 전통지식보유자는 그 이익에서 

배제됨으로써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전통지식을 어떻게 보호하여야 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의한 보호는 방어적, 소극적 보호방안으로 전통지식·

유전자원의 재래적 전승자customary custodian 이외의 자들에 의하여 전통지식 등에 

대한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법익을 

지켜내는 소극적 보호방안에 해당한다. 보호대상의 권리취득 및 실시에 대한 것

이 아니므로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3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적극적 보호방안과 다르다.

소극적 보호방안을 채택한 국가의 예로 인도를 들 수 있다. 인도가 자국의 

전통의약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는 활동은 바로 ‘전통지식 디

지털도서관’을 통한 전통지식 문헌화 작업이다. 이는 전통지식 자체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것보다는 이것이 타국에 의해 침해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소극

적인 방어방법에 속하는 것으로, 전통지식을 보호하는 방법 중 또 하나의 축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고조선 때부터 독자적인 의약·의술이 발달되어 있었고, 삼한시

대·고려시대에는 민간경험을 통한 약방의학이 발달되었으며, 여기에 중국 의

서들을 받아들여 새롭게 체계화시켰다. 조선시대에는 독자적인 의학이 수립되

어 지금까지의 한의학으로 발달되어 왔으며 또한 우리의 유전자원인 약초와 의

서를 비롯하여 많은 민간비법 등의 전통의약지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

통의약지식 보호에는 지적재산권적 보호, 독자적 입법에 의한 보호 및 데이터베

이스 구축에 의한 방어적 보호 등이 있으며, 우리의 경우 디지털베이스 구축으

로 전통지식의 보유자가 아닌 타국에 의한 특허 취득을 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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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전통의약지식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쟁

점으로는 현재의 지적재산권체제 하에서 적극적으로 권리화 되지 못하는 점과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기반을 두고 전통지식의 보유자가 아닌 타국에 의

한 특허 취득의 문제가 있다.

이에 타국에 의한 특허 취득에 대한 대비책으로 인도의 전통지식 디지털도

서관TKDL을 들 수 있다. 전통의약관련 지식에 대한 포괄적인 DB를 구축해 놓

고, 그것을 디지털 형식으로 만들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검색가능하게 한다

면 이는 선행기술의 검색을 훨씬 용이하게 할 것이며, 결국 잘못된 특허가 부여

되는 경우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 기본적인 의도가 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여 Devinder Sharma는 TKDL이 결국 악용되고 말 것이며, 

안전한 대비책에 관하여 전 세계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프로젝트의 진

행을 멈출 것을 제안하고 있다. 대신에 현 시점에서 취해야 할 대안으로 중국과 

같이 특허법을 개정하여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만이 현재 가능한 최선의 방안이

라고 역설하고 있다.

위의 지적은 충분히 수긍이 가는 바가 있으나,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TKDL은 각국의 전통지식을 이용하여 쉽게 특허를 얻어내려는 많은 해적행위

자들에게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무효소송에서도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또한 역이용의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으나, 이는 어쩌면 보다 쉽고도 정확한 정보입수를 통해 전통의약에 대한 장

래 연구개발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인도의 

선진적인 작업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하여 공개수단·공개에 따른 권리가 적절히 관리

되어야 한다. 따라서 편집물로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에 전통지식의 방어적 보호

방법을 모색하는 것과 편집물 자체를 보호하는 것을 구별하여 다루어야 하며, 

편집물은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하여야한다.

현재 중국의 ‘중의 침구’의 문제가 한의학공정이라는 이름으로 거론되고 있

다. 중국은 2006년 중의 이론, 양생, 약재, 침구 등 8개 부분을 포괄한 중의학을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신청하였으나, 신청대상이 지나치게 넓

은 데다 난해하다는 이유로 등재가 보류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다시 2010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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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전통 침구를 분리해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유네스코에 신

청서를 제출했다. 중국의 이러한 일련의 행보는 전통의약의 경쟁국인 한의약에 

대한 우위를 주장하여 약 2,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세계전통의약시장을 선점하

려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통의약지식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더불어 동의보

감 등 전통의약 관련서적의 영역 등으로 세계 각국으로부터 한의학의 정통성을 

확보하여야하며 동시에 한의학의 세계무형유산 등재문제도 검토해야할 것이다. 

중국은 중의약박물관의 건립, 전통의학 전승반의 설립 등 국가적으로 중의학을 

집중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의학에 대한 보다 다양한 법적, 제도적 육

성책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육성책에는 비방 보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비방전수 교육생에 대한 배려, 한의약 데이터베이스 구축자에 대한 재

정적 지원 등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ends and Challenges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 - 동향과 과제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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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대 한국에서 불교문화는 수양과 정진을 강조하는 신앙체계로서 삶을 이

끄는 종교와 지나간 시대 삶의 궤적인 전통문화의 일부라는 두 양상으로 

존재한다. 역사적으로는 불교가 수용된 이래 고구려, 신라, 백제의 삼국을 관통

하는 공동영역으로서, 불교문화는 민족적 동질성을 규명하는 자료인 동시에 문

화적 교류관계와 독자성을 증명하는 시대의 증좌로 작용한다. 

현재 불교문화는 대개 유물과 유적 그리고 무형의 문화로서 지식 체계 안에 

수용되어 있다. 2006년도 조계종에서 발간한 『불교문화재 현황목록집』에 집계된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보 308점 중 173점인 56.4%가 불교문화재였다. 이 

가운데 71건은 국가, 62건은 조계종, 38건은 개인, 2건은 타종단 소유로 파악됐

다.1) 보물은 1,457점 가운데 935점인 65.3%가 불교문화재로서 조계종이 422점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시도유형문화재 2,219점 중 52.9%인 1,173점이 불교문화재

였다. 중요무형문화재는 제48호 단청장丹靑匠, 제50호 영산재靈山齋가 불교 내부

1_   「우리나라 문화재 절대 다수가 불교문화재」, 『인터넷현대불교 붓다신문』, 2006. 4. 27.

현

불교문화 디지털 콘텐츠 구축과 
                           지적재산권 보호 실태

조은정

한남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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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화이지만,2) 남사당의 근원지인 안성 청룡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연희演

戱와 사찰건축의 대목, 소목 등의 건축가와 장인 그리고 공예 등 주요한 무형문

화재 영역이 불교문화의 영역에 속하고 있다. 또한 현대의 속도전에 지친 사람

들이 추구하는 느린 삶, 소박한 밥상에의 추구는 사찰생활과 음식에 깊은 관심

을 표하게 되었고 생활인으로서 사찰생활을 체험하는 템플스테이가 유행하면서 

불교문화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전통문화의 보고로서 불교문화는 사찰의 전각과 탑, 부도, 내부 장엄, 그리

고 정원에 이르기까지 사찰 내외부 공간과 사물과 풍경소리가 울리는 공간 전체 

즉 환경으로 존재한다. 나아가 사찰에 머물며 수행하는 승려들의 의례와 생활 

자체도 문화 전반에 일종의 힘으로 작용한다. 그 힘의 자장은 불교가 갖는 인간 

내면에의 반영과 자연에의 합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 최근 법정

선사의 완벽한 자연에의 귀의로 마친 삶이 일상 생활인들에게 미친 영향은 바로 

그러한 불교의 긍정적인 작용을 보여주는 예이다. 

전통에 대한 관심은 문화유적지로서 사찰을 보게 하고 생활사에 대한 관심

은 승려들의 수행생활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된 다도와 같은 차 문화, 건강 요법

으로서 절 문화 등 다양하면서도 실용적인 방식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가시적인 

유적, 유물과 진행순서와 생산 과정이 드러나는 의례와 음식, 공예 등은 전통문

화의 콘텐츠로서 유효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리즘의 추세에 맞추어 서양

의 문화와 차별되어 동양적인 혹은 한국적인 전통으로서 돋보이기 좋은 영역으

로서 한국적 이미지로 선택되어 왔다.   

한국을 표상하는 상징으로서 불교문화의 유용성은 이제 실용성으로 넘어가

고 있다. 하지만 불교계 내부에서는 바쁜 생활에서 청량제 같은 숲속의 산책을 

스님과 함께하는 이동통신사 광고나 아이처럼 천진난만한 승려가 등장하는 초

콜릿 광고 등 불교문화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부각되기도 하지만, 인터넷에서 가

공되는 어떤 양상은 불교를 폄하하거나 오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불식하

지 못한다.3) 전통문화의 보존에서 활용으로 우회된 정책의 방향은 전통문화를 

상업적 목적에서 가공하고 활용하기를 장려하는 정책으로 확장되었다. 삶의 원

칙을 제시하는 불교가 일상에서 수용되는 방식과 달리, 전통의 틀을 입은 불교

문화가 활용의 차원에서 움직일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불교의 

2_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Detail_Result.jsp).

3_   조계종, 『불교문화재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세미나』, 20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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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포교라는 입장과는 달리 전통문화의 일부로서 불교문화를 고찰할 때 우

려되는 점은 그릇을 바꿈으로 인해 오해될 수 있는 본질에의 오도이다.

관 주도로 시작된 한국을 상징하는 전통문화를 찾기 시작한 시점에서부터 

이십여 년이 지났다.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여러 사이트에서는 전통문화를 콘텐

츠로 다루는 과정에서 불교문화를 직간접으로 포함할 수밖에 없다. 종교라는 형

식을 수용하거나 전통문화라는 내용만을 추려 담거나에 상관없이 불교문화는 

역사로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콘텐츠로 구축된 불교문화 관계 자

료를 찾아보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불교문화라는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이 

가동될 때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불교 내부의 참여가 봉쇄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은 전통문화의 올바

른 계승과 창달이라는 오래된 과제가 디지털과 가상의 세계로 전개되어가는 과

정에서 짚어보아야 할 도덕과 윤리 그리고 국익을 바탕으로 한 실리를 확인하는 

데 있다.  

Ⅱ. 불교문화의 디지털 콘텐츠 현황

불교문화를 디지털 콘텐츠화하는 과정은 문화에 대한 산업으로서의 인식을 

전제로 한다.  문화는 무기물 각 요소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

루며, 그 전체가 개성을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유기체를 닮았으나 문화에는 ‘가

치’라는 면이 있으며 이것이 통합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A. L. 크

로버가 주장하듯이 문화에 초유기성超有機性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를 통합형태configuration라 부르며, 개별문화에는 패턴pattern

이라든지 주제theme가 있다고 한다. 이질성과 독자성을 전제로 하는 복수複數의 

패턴은 저마다 장기간에 걸쳐 그 통합성을 유지하며 좀처럼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부의 여러 문화요소가 지닌 상관적 관련에 어떤 모순이 생기고 확대되

면, 그 통합성이 무너져 변화하게 되며 다른 통합형태가 형성된다. 그리하여 민

족성과 국민성도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는 변모한다.

문화의 패턴이 변하기 어렵다고는 해도 그 문화의 담당자에게는 의식적·무

의식적으로 인식되는 여러 문화요소(숨은 문화)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변하기 쉽

다. 특히 지식인의 역할에 주목하고 능동적인 문화정치의 필요성을 주창하며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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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모니 분석에 대한 논의를 전개시킨 그람시가 대중문화를 통한 사회에서의 실

천적 개입 가능의 통로를 발견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음을 본다. 현재 문화는 

이전에 없던 확장된 개념으로 인간사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

음을 본다.4)

 문화의 속성이 상징에 있음을 인지한다면, ‘한국의 문화상징’ 제정은 한국을 

이미지화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기는 하지만, 문화를 산업으로 연결하는 가

교 역할을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문화관광부가 제정한 ‘한국의 10대 문화상징’

에는 한글, 김치, 불고기, 한복, 석굴암, 불국사, 태권도, 고려인삼, 탈춤, 설악산

이 있었는데 후에 종묘제례악과 세계적 예술인을 포함하였다. 2005년부터 체계

화하여 정책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을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이를 실천적 

방안과 함께 산업화한 ‘한 스타일’은 한글, 한식, 한복, 한지, 한옥, 한국음악의 

여섯 분야로 축약되고 있다.5) 

한편 문화에 대한 기본 개념에 더하여 정책적인 용도에 의해 의미를 달리해

가는 과정을 ‘문화산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 초 문민정부에서 주창한 

한국적 개념으로서 문화의 시대, 정보 시대를 강조하며 소비를 촉진하는 여가문

화의 산업화를 주창하는 과정에서 부각된 개념이 ‘문화산업’이었던 것이다. 문화

를 산업으로 보는 시각은 프랑크푸르트학파 이후 공식화되었지만, 문화적 가공

물이 금전적 가치로 교환되기 위해 생산됨에 따라 문화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해

방적 기능을 감소시킨다는 비판과는 거리가 먼 데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후 

벤야민이나 맥루한의 논리에 힘입어 문화가 정보라는 개념으로 이동한 것처럼 

문화산업은 국민의 정부를 배경으로 하여 문화콘텐츠로 재정리되었다. 이는 외

환관리 이후 신지식인의 등장과 소규모 자본과 인적 자원을 기본으로 한 벤처기

업을 산업의 출구로 찾는 정황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잠재적이나마 시장을 형성

할 수 있는 지식의 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후 디지털미디어를 전제로 정

보화시대의 문화콘텐츠는 디지털콘텐츠라는 개념으로 정리되고 있다.   

근대국가로의 진입과정에서 국민, 국가 개념이 강조되었던 것처럼 디지털 

세계의 구축에서는 글로벌이나 경계를 무한한 언어와 상징으로 무장되어 있음

에도 그 이면에는 국민, 민족이라는 근대적인 개념이 더욱 강화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동서양 어느 나라나 자국의 콘텐츠를 구축하는 분야가 문화유산에

4_   조은정, 「문화연구와 미술사」, 『미술평단』 66호, 한국미술평론가협회, 2002. 9, pp.60-92.

5_   한스타일(http://www.han-sty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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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작되는 점은 그러한 면을 드러내 보여준다. 광석이나 곡식 등 원자료와 공

산품의 교환을 위하여 각축장을 벌이던 근대처럼, 현대는 가상의 공간에서 원천

소스와 가공된 콘텐츠라는 재화의 교환을 위하여 각축을 벌이는 것이다. 가공의 

공간에서  콘텐츠가 재화로 인식됨에 따라 가공의 자료가 되는 원천소스를 찾아

내고 개발하는 것에 부富를 창출하는 승패가 걸려있다. 예를 들어 ‘뮬란’은 디즈

니에서 가공함에 따라 신화의 주체인 동양의 몽고여인은 서양인이 생각하는 여

인으로 전락하여 영웅성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좀처럼 자국의 목적에 맞게 

가공될 기회를 맞기는 어려울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자국의 특징이 강한 전통을 가공하여 상품화하는 일련의 움직임으로서는 우

리나라에서는 2002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진행하는 ‘문화원형사업’이 대표

적인 예이다. 문화원형은 “민족문화의 고유성을 표출할 수 있는 ‘한국(우리) 문

화원형’과 글로벌 차원의 선험적이고 역사적인 보편성을 담보하고 있는 ‘글로벌 

문화원형’의 주제를 콘텐츠화 하여 권리관계(원작권 또는 2차, 인접 저작권 등)

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원천 소스”를 일컫는다.6) 

문화유산으로서 가공의 대상이 되는 방식 이외에 불교계 내부에서 자신들의 

문화적 형태를 정리하고 포교를 위하여 개발한 디지털콘텐츠는 종단, 사찰 단

위의 홈페이지 구축에 따라 관리하는 문화재를 디지털자료로 구축하거나 승려

의 일상을 담은 동영상을 통해 현대문화의 흐름에서 내부를 들여다보는, 시간의 

정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불교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외부에서 제작되는 많

은 디지털콘텐츠에 대해서 원천자료를 지닌 불교계가 ‘과정이나 재생산’에 참여

하는 폭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작한다. 또한 자료를 소유한 주체자임에도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가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교에 대한 

편견이나 왜곡을 바로잡을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7) 

그리하여 불교에 대한 디지털콘텐츠 중 조계종단에서 직접 구축한 불교문화

사업센터의 템플스테이 등의 사이트가 가동되었고 이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

가를 보여주고 있다.8) 

6_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우리 문화원형의 디지털콘텐츠화 사업 종합계획」 2003-2007.

7_   연구자 신지용의 자료 수집에 따르면 디지털자료 상에서 의도적으로 혹은 재미로 불교문화를 희화한 많

은 경우가 있으며 불교계 내부에서는 이를 심각한 문제로 인지한다. 이 연구의 기반은 신지용의 조사와 

정리에서 시작되었음을 밝힌다. 조은정, 「불교문화 지적재산권 제도의 현황 및 실태」, 『불교문화재 지적재

산권 보호를 위한 세미나』, 조계종, 2008. 10.

8_   불교 관련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다음 글의 표 참조. 김양웅, 「불교문화 콘텐츠 구축 현황 및 방향」, 『전자

불전』 제7집, 동국대학교문화콘텐츠연구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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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 콘텐츠 분야의 불교문화 관련 디지털콘텐츠

‘지식정보관리사업’에서 전통문화유산을 가공하여 디지털콘텐츠로 구축한 

분야 중 국가문화유산에 불교문화유산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앞서 인지한 70%

에 육박하는 문화재 자료가 불교문화이기 때문이다. 2008년 「불교문화 지적재

산권 활용 방안」에 대한 유동환의 연구에서 정리된 불교문화 관련 디지털 콘

텐츠 구축 자료는 문화관광부의 한민족문화유산DB(www.heritage.go.kr/index.

jsp 국가문화유산포털), 문양원형콘텐츠DB(www.pattern.go.kr), 문화재청의 국

가지정중요전적문화재원문DB(www.memorykorea.go.kr), 문화재청의 국가지정

문화재DB(www.dheritage.go.kr),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문화재학술조사연구정

보 DB(www.dheritage.go.kr), (사)장경도량고려대장경연구소의 고려대장경지식

DB(kb. sutra.re.kr),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의 불교문화종합DB(buddha.dongguk.

edu) 등이 있다.9) 

DB의 대부분은 불교문화유산을 

보존대상인 문화재로서 규정하고 

상태에 대한 기록과 보존을 강조하

고 있으며, 대장경을 기초로 한 불

교경전을 디지털로 변환하여 아카

이브화 하는 방식이다. 또한 문화재

청에서 진행하는 디지털사업은 아

날로그의 자료를 디지털로 기록하

는 아카이브 구축의 예이지만 문화

재수리대상이 석조물과 건축물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결국 많은 부분

이 불교문화에 해당된다.

이들 DB의 성격은 문화재로서 

대상화하여 보존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이라는 아카이브의 성

격을 지닌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이 구축한 내용에 비해 전문성이 높은 것이 사

실이다. 그런데 이미 검증된 자료를 DB화함으로써 신뢰도는 높아지지만 단순히 

9_   유동환,「불교문화 지적재산권 활용방안」, 『불교문화재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세미나』, 조계종, 2008. 10.

<그림 1> 국가 문화유산포털 사이트 

<그림 2> 국가기록유산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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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식의 자료로 전락할 위험도 안고 있다. 일반인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러

한 아카이브는 장기적으로는 연구의 초석으로서 문화발전의 기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만약 대중적 서비스를 높이고자 한다면 이를 더욱 가공한 콘텐츠로 접근

해야 할 것이다.

한韓스타일Han-Style

문화관광부의 지원 전략으로

서 ‘전통문화 콘텐츠의 세계화 전략’

의 의미를 갖는다. ‘전통문화의 과학

성과 건강성, 철학적 원리를 현대적

으로 해석하고, 생활화, 산업화, 세

계화를 추진하여, 고용 및 부가가치

를 창출하고 국가이미지를 향상시킨

다.’는 것이 계획의 목표로서 중장기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불교문화라

기보다는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표면적으로는 불교문화의 형식이 드러나지 않

는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한식의 일부로서 사찰음식이 속하고 있다. 한스타일은 

다시 한브랜드 전략으로서 산업화에 더욱 밀착되어 진행되고 있다. 사찰음식연구

와 차문화 등의 사이트에 브리지를 놓아 불교문화에 대한 내용을 보강하고 있다. 

한국문화원형산업

사업 초기에는 활용도가 미미하였으나 영화 ‘왕의 남자’가 주목을 끌자 대폭

적으로 관심이 증가된 영역이다. 대중화된 한국전통문화는 콘텐츠의 활발한 개

발을 불러왔으며 동시에 저작권 문제도 부상되었다. 그 예가 삼성문화재단과 

SDS에서 구축하였던 ‘코리아 인사이트’였다. 1998년 이후 수년에 걸쳐 웹상에서 

디지털화된 문화유산으로서 불교문화유산도 많은 부분 차지하였다. 사이트 내

에서 제공되는 텍스트로서 내용은 직접 저작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에서 벗어났

으나, 사진자료의 사용에 따른 저작권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결국 애초에 세운 

포털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채 사장되었던 것이다.

‘문화원형사업’에서도 초기에는 구체적인 실지 사진자료를 가공하여 디지털

로 변환하던 방식이 많았으나 활용에 목적을 둔 디자인화한 그래픽 이미지로 내

용을 구성하는 경우가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실지로 활용에 목적을 두었기에 

<그림 3> 한스타일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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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을 바탕으로 한 이미지 구축이 

주요 목표인 것이다. 그런데 그러

한 디자인 과정에서 정확한 내용파

악과 전통에 대한 지식의 부족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양식의 왜곡, 의

미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 발생

한 상징성의 소멸은 후에 득보다는 

실로 작용할 공산이 있다. 불교문화 

또한 내용의 측면에서는 더더욱 이에서 자유롭지 않다. 

현재 ‘한국문화원형사업’에서 개발된 불교 관련 문화원형사업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한국문화원형사업의 불교 소재 문화원형사업

주 제 명 주관기관 선정연도

고려 ‘팔관회’의 국제박람회 요소 개발 (주)투알핸리 2002

만봉스님 단청문양 디지털화를 통한 산업적 활용 방안 연구

개발
(주)앤알케이 2002

한국불화에 등장하는 인물캐릭터 개발 호남대학교 2002

게임 제작을 위한 문화원형 감로탱 디지털 가공 한서대 애니메이션 영상연구센터 2002

사찰건축 디지털 세트 개발 (주)여금 2003

한국석탑의 문화원형을 이용한 디지털콘텐츠 개발 전남대 문화예술 특성화 사업단 2004

불교설화를 통한 시나리오 장작소재 및 시각자료 개발 (재)전남문화재연구원 2004

범종을 중심으로 한 불전사물의 디지털콘텐츠 개발 불교방송 2005

앙코르와트 디지털콘텐츠화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

(주)시지 웨이브 
2005

한국승려의 생활과 문화 디지털화 (주)디자인 피티/전주대학교 2005

천불천탑의 신비와 일어서지 못하는 와불의 힘-story bank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05

한국불교 목공예의 정수 ‘수미단’의 창작소재 개발 (주)아이네크 2006

2005 통일신라인 혜초의 왕오천축국전 디지털콘텐츠 개발 한국과학기술원 2007

원효대사 스토리뱅크
동국대학교산학협력단

(전자불전문화콘텐츠) 
2009

그런데 최근 이러한 문화원형사업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었다. 최근에 “문화

원형 디지털화 사업이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

지 9년 동안 무려 635억 4천만원이 투입됐지만 이를 활용한 콘텐츠 매출액은 고

<그림 4> 한국문화원형산업의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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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7억 4천 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 그것이다.10) 문화적 

자원을 금전적 자원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디지털화하는 데 드는 용역비가 결

과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지적인 것이다.

문화원형사업이 전통을 정점에 두고 보았을 때 해석에 따른 많은 왜곡의 가

능성을 탑재하고 있지만, 정보의 디지털화에 대한 축적은 콘텐츠 가공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임이 분명하다. 국가적으로 교육비를 투자해서라도 인력을 양성하

고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한데 물질적, 물리적 가치로의 환산으로만 

중요도를 결정짓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애초에 전통지식을 활용한다는 실용성에만 초점을 둔 결과, 금방 경제

적 이익으로 환산되지 않을 경우 오는 부메랑의 결과로 보인다. 전통을 보존하

느냐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통문화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원본의 보존 이후

에 그것을 활용, 번안해 나가야 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일부의 형식만으로 전통

문화를 규정하고 외형적인 변형만의 활용을 꾀함으로써 실지 활용도를 높이지 

못하였으며, 전승보다는 활용에 목적을 둔 실용성은 이제 아예 그 원천마저 차

단될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비교적 활용도가 높았던 부분이 불

교설화 등 불교문화 부분이었음은 특기할 사항이다. 

2. 불교계에서 제작한 디지털 콘텐츠

불교계에서도 2000년대 들어 자체적으로 디지털콘텐츠를 개발하기 시작하였

다. 조계종에서는 2004년부터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을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문화

콘텐츠를 제작해오고 있다. 또 불교 관계 디지털콘텐츠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

는 것으로는 인터넷상에서 구축된 홈페이지를 기본으로 한 사찰의 DB와 각종 영

상물들이 있다.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하여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불교계 내부에서는 자신들이 주체라고 생각해 왔으므로 이미 한번 가

공된 콘텐츠를 사용할 때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저작권을 거의 인식하지 못

하여 왔다. 하지만 저작권법이 강하게 시행되자 포교로서 배포의 문제와 저작권 

행사의 합법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듯하다. 2006년에 있었던 「불교전통문화원

형 디지털콘텐츠화의 중요성과 개발방안」이라는 회의에서는 문화원형과 관련하

10_   「문화원형 디지털화 사업, ‘속 빈 강정’ 전락」, 《코카뉴스》, 2010. 10. 4.



322

무
형

문
화

유
산

 보
호

와
 지

적
재

산
권

 -
 동

향
과

 과
제

여 불교문화가 어떻게 대중에게 산

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모색이 강구되었던 반면, 2008년도

에는 「불교문화재 지적재산권 보호

를 위한 세미나」에서는 저작권에 대

한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

음이 그러한 상황을 증명한다. 짧은 

시간 동안 불교계 내부에서 포교에

서 저작권 보호라는 방향으로 선회

하게 된 배경은 포교 입장에서 적극

적으로 개발에 협조하였으나, 역으

로 그만큼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절감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콘텐츠를 재화함으로써 포교와 

저작권 보호라는 두 영역에서의 번

뇌, 즉 딜레마가 나타나는 것은 불

교 특유의 재화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과 봉사보다 넓은 영역에 속한 보시의 실

천에서 오는 딜레마일 것이다. 불교계 내부에서도 방송이나 디지털콘텐츠에 출

연한 고승대덕이 자신의 모습을 대중에게 보여줄 때조차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고민하는 중인 것이다.

3. 불교계 외부에서 제작한 불교문화 디지털 콘텐츠

교계내부에서 제작한 콘텐츠 이외에 외부에서 제작한 디지털콘텐츠는 저작

권에 있어 불교계 내부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인지되고 있다. 불교의 공간과 

사람들을 담은 사찰의 승려생활과 문화 등의 다큐멘터리, 불교적인 내용을 주제

로 한 영화, 불교문화를 문화유산의 일부로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에서 불교문

화 공간은 배경이나 주제로 또 승려와 생활문화는 볼거리로 제공된다. 불교계의 

유관기관들은 홍보를 위하여 끊임없이 디지털콘텐츠를 제작하고 제공하고 있다. 

이때 사찰에서는 사적인 수행공간인 선방禪房마저 서슴없이 제공하지만 저작권

<그림 5> 조계종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그림 6> 템플스테이 홈페이지의 각 사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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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저작자에게 있기 때문에 DVD 몇 장으로 사례가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신들의 사찰이 대상인 프로그램이 1시간이나 방영되는데 정작 5분 정도의 

영상을 사찰 홈페이지에 사용하려면 영상판매 부서와 협조를 해야 하고 대개는 

사용료 지불로서 마무리 되니 이의 사용을 사찰 측에서는 아예 포기하기 십상이

다. 그래서 불교계에서는 촬영허가 전에 필요한 계약서를 만들어 정보를 제공하

고 장소를 협조하는 등의 대가로서 영상을 제공받는 것을 공식화하자는 발제가 

있어 왔다. 이것에는 디지털콘텐츠의 2차 제작이나 사용에도 대비하는 법적 장

치에 대한 인지를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불교계 내부의 참여가 배제된 채 제작된 불교문화는 실지로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국문화원형사업은 내용이나 관리 모두 문화콘텐

츠진흥원이 주도한다. 그리하여 사찰이나 불교계의 협조 아래 진행되었더라면 

더욱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여 

아쉬운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교계에서는 역사의 일부로서, 전통으로서 불교

문화가 구분될 수 없는 공공재의 성격을 어디까지 두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저

작권과 사용권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많다. 그리하여 사찰 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안임도 불구하고 업체 독자적인 진행으로 인하여 양

질의 콘텐츠를 구축하지 못한 경우가 초래된 것이다. 

  

사례 1) 천불천탑千佛千塔의 신비와 일어서지 못하는 거불臥佛의 한恨 

역사, 설화, 천불천탑 등 운주사

의 모든 것을 디지털 콘텐츠화하는 

사업이 광주문화산업진흥원에 의

해 2006년에 실시되었다. 이 사업은 

3D, 모델링 데이터Modeling Data, 사

진, 동영상 자료, 모바일콘텐츠, 창

극 마당극, 영화 및 및 희곡, 뮤지컬 

등의 시나리오, 교육용 만화, 운주

사 디지털콘텐츠사이트 등을 제작

했다. 그런데 제작과정에서 원천정보에 대한 저작권 확보 내용 중 운주사의 사전 

허락이나 내용관리, 사후 사용에 관한 협의 없이 제작되었다. 

사업의 핵심이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하는 시나리오 개발에 있으나 운주사

<그림 7> 디자인소스 판매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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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독특한 탑들의 요소들을 적용한 

문화상품용 디자인 소스는, 깊이 연

구하여 운주사의 의미에 접근하여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은, 완성

도가 낮은 시안과 같은 성격으로 보

인다. 활용에 목적이 두어졌으므로 

운주사 탑에서 이미지를 추출하여 

실용적인 물건에 대입한 디자인은 

불교의 내용이나 도상에 대한 이해

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된 듯이 보

인다. 결국 형식으로만 접근하여 갔

을 때 정신문화의 요체로서 중요한 

부부을 차지하는 불교문화의 장점

을 살리지 못한 것이다. 

사례 2) 한국승려의 생활문화

이 사업은 사찰에서 생활하는 

승려들의 모든 일상인 의식주, 의

례, 사찰 내 문화 모든 것과 사찰의 

외형 그리고 승려 생활 전반을 디지

털 콘텐츠화한 것이다. 이 사업은 

처음에는 불교 유관기관이 참여기

관으로 관여하였으나 진행과정에서 

조계종 등 종단과 사전 협의없이 진

행되었고 사업 완료 후 전체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을 진흥원과 사업

자가 공동 소유하게 되어 있다. 

불교 소속원인 승려들의 권익이 

보장받지 못하지만 그들의 생활상

을 사업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은 불교문화가 공공재라는 인식에

<그림 8> 콘텐츠 유통정보에 나와 있는 운주사 
            소개 페이지

<그림 9> ‘한국승려의 생활과 문화’ 웹사이트

<그림 10> 삭발장면 판매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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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출발한다. 그리하여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래픽으로 생산한 이

미지들은 시각에 따라서는 승려생활의 현상을 희화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Ⅲ. 불교문화 디지털 콘텐츠와 지적재산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불교문화 전반이 전통문화의 영역으로서 공공재라는 인

식이 확산되어 있다. 그리하여 사찰 전각이나 불화, 불상 그리고 이에 소속한 승

려조차 촬영허가를 받지 않거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지 않는 경우가 허

다하다. 특히 최근 블로그 관리를 하는 인터넷 사용자가 늘면서 직접 촬영한 동

영상을 유투브YouTube 등에 올리는데, 금전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와 달리 

판매수익을 올리는 사이트에서도 이러한 영상자료를 수익화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단지 이미지 자료로서 홈페이지의 배경이나 광고자료로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가끔씩 광고에서 이용되는 김홍도의 풍속화나 정선의 산수화 같은 

일반 삶의 반영이 아닌 종교의 영역에 있는 문화를 대상으로 변형하거나 패러디

하였을 때 왜곡이나 변질이 심각하게 일어날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승려들의 부도전에 대한 생각은 일반인과 불교계를 위시한 사찰 

측은 다르다. 물론 고승대덕의 삶의 흔적으로서 그들을 기리는 무덤이라는 점

<그림 11> 일반인 촬영의 해인사 아침예불 영상



326

무
형

문
화

유
산

 보
호

와
 지

적
재

산
권

 -
 동

향
과

 과
제

은 기본이다. 그런데 생사를 가늠하

는 인간세와 달리 불교계에서는 묘

지라는 개념보다는 존재에 대한 자

취로서, 스승에 대한 예로서 의미가 

깊다. 그런데 이를 상·장례라는 측

면에서만 바라본다면 단지 살다가 

죽은 승려들의 무덤일 뿐이다. 그

리하여 무덤을 소개하는 한 방식으

로 고착될 때, 역대 고승들의 흔적

을 통해 깨달음의 가치를 일깨우려는 송광사 부도전의 의미는 사라지고 승려들

의 무덤이 사찰 진입로에 버젓이 자리하는 것으로만 인지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다. 동일한 현상에 대해 가치체계가 의미를 달리하는 당연한 이치가 현재사회에

서는 전통이란 아우라에 갇혀 종교성이 희석되는 것이다. 

전통문화로서 불교문화재의 이미지를 판매하는 사이트가 비교적 많다. 물론 

자료의 공유를 일반화해가는 추세이지만 연구자들의 정보 공유를 위해서, 혹은 

디자인업계, 출판업계, 엔터테인먼트업계 등 다양한 산업적 목적을 위해서 필요

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고화질의 사진을 고가로 판매하는 곳도 있다. 

<그림 12> 한 블로그의 송광사 부도전 동영상

<그림 13> 이미지 판매 사이트의 한 판매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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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사후 50년이 지난 상태에서 저작권은 다른 의미를 갖는다. 불교계가 가

진 문화재에 대해서는 창작자의 권리가 아니라 관리자의 권리에 대해 생각해야 

하며, 불교의 종교성을 훼손하는 데 목적을 둔 비이성적 태도에 대해 경각심을 

발휘하여 전통문화의 오도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

얼마 전까지 많은 사람의 웃음을 불러모았던 지름신의 존재는 불교문화가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2005년 처음 MSN 메신저7에 등장한 이 아이템은 지장보살의 지물인 보주寶

珠에 신용카드를 얹음으로써 자신의 모든 것을 중생구제에 쏟는다는 지장보살을 

희화화하였다. 당시 인터넷신문 기사에는 “이 아이템은  실사와 애니메이션을 

적절히 뒤섞어 풍자와 기지가 번뜩이는 ‘지름신’ 시리즈는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 값비싼 신제품을 사고 싶어 자신도 모르게 내뱉던 ‘지르자!’를 플래시 윙

크 기능에 맞춰 개발한 초강력 엽기유머 콘텐츠몰이다. ‘지름신’의 대표격인 ‘지

름보살’은 카드를 긁어대는 보살상과 함께 ‘…있을 때 질러라’를 연신 외치며 최

신 신제품 앞에서 다음달 은행 잔고를 떠올리던 네티즌을 강력한 충동구매의  

번뇌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있다. 특히 ‘지름보살’을 비롯한 ‘질러신’, ‘질러’ 등 실

사풍 윙크 아이템은 MSN 메신저 ‘아이템 동네’가 국내 처음 도입한 것으로 메신

저 대화의 즐거움이 한층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지름신은 충동구매를 대신하는 인터넷에서 유포되던 은어로서 요즘은 누구

에게나 통용되는 말이 되었다. 이 지름신을 지장보살의 도상에 적용한 것은 ‘지’

자로 시작하는 보살명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지장보살이 갖는 원대한 포부나 

<그림 14> 지름보살 <그림 15> 만봉 불화를 지름보살로 만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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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 대한 사랑은 인간을 파멸시키는 허영과 과소비를 부추기는 성격으로 희

화되고 있다. 콘텐츠의 제작자 의도에 따라서 이미지의 주인공이 갖는 성격은 

소거되고 내용은 변질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에는 아주 다양한 지

름신의 모습이 등장하였는데, 특히 만봉스님의 불화를 이용하여 지름신을 만든 

경우도 있어, 아직 저작권이 존속하는 예술품에 대해 임의적인 가필을 함으로써 

저작권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불교문화는 저작자 사후 50년에 속하는 

유적, 유물의 집산지이므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그리하여 불교문화는 

모두 오래된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극히 최근에 제작된 경우마저 그러

한 경우로 이해된다. 

결국 불교문화 중에서 적극적으로 보호 가능한 분야는 실연을 기반으로 하

는 무형문화재 영역이다. 무형문화재에서 그러하듯 불교문화에 있어서도 디지

털콘텐츠의 주체로서 불교계가 나서면 그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저작권은 보

호될 가능성이 있다. 가공된 자료에 대한 보호는 법적 보호 근거를 지니기 때문

이다.  

 

Ⅳ. 맺음말

불교문화가 디지털콘텐츠화 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한 것은 저작권 만료 

시한에 따른 공공재 개념에서 기인한다. 공공재화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함은 미

덕이고 또한 포교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종교를 폄하하는 자료로 사용되거나 그

들 종교인들의 생활이 무단으로 노출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불교문화는 ‘개방과 폐쇄의 선택’이라는 기로에 놓인 듯하다. 사찰 소유 

자산을 외부에 공공재로서 제공할 것인가, 자산 보호라는 미명으로 외부의 접근

을 차단할 것인가? 

이에 따라 최근 불교계 내부에서는 나름의 교법을 제정하여 불교문화재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불교문화지적재산관

리법’의 제정이 그것으로 언론에 소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적재산관리법에 따르면 성보 보유사찰의 주지를 비롯해 산하기관의 기관장을 당연

직으로 하는 지적재산관리인은 지적재산에 대한 보존 및 관리의 의무를 갖는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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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관리인은 외부기관에 유·무형 불교문화 및 지적재산에 대한 사진촬영, 취

재, 음성 또는 영상의 제작, 방송, 전송 또는 저장을 허락하거나 의뢰하는 경우 반드시 

종단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득한 뒤 관련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 후 시행하도

록 했다. 

또 지적재산관리인은 자체적으로 유·무형의 불교문화 및 지적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영상물, 방송물,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에도 종단의 표준

계약서에 따라 시행하되 지체 없이 종단에 보고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관리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해당사찰의 주요 지적재산이 상실

하거나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해 법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조계종, ‘불교문화지적재산관리법’ 입법예고」, 『법보신문』, 2010. 10. 7.

 여기서 말하는 ‘불교문화지적재산권’은 불상, 건축, 탑, 공예품 등 불교문화

유산에 대한 사진 촬영물과 영상물 등의 콘텐츠와 불교의식 등 무형의 불교문화

에 기반을 둔 표현물 등에 대한 상표권과 특허권, 영업비밀 등 지적재산에 대한 

모든 법적 권리 등을 의미한다.

조계종 내부에서 불교문화를 콘텐츠화할 때, 사찰이 임의로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조계종단 내부에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종단에 속하면서도 독자성이 강한 불교의 특성상 개별 사찰이나 

어떤 승려들은 자산 보호를 위하여 정보 제공에 수동적인 자세와 폐쇄를 택할 

가능성도 있다. 텔레비전마저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되고 온라인상에서 모든 정

보제공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인증과 타인과의 대화 및 토론 그리고 가치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수동적인 자세는 결국 불교문화의 박제화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하여 온라인세대에 적응하는 방식은 불교계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불교문화

를 디지털콘텐츠화하여 저작권을 확보함으로서 저작권을 취하고, 개발된 콘텐

츠는 다양한 문화산업과 결합시킴으로서 OSMUOne Source Multi Use: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한 산업에 재생산하여 사용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왜곡되지 않은 종교의 성격, 유물과 유적의 정확한 정보와 의미를 담은 콘텐츠

에 유저들이 손쉽게 접근하여 퍼나르고 재생산하는 자원을 제공한다면, 전통의 

영역에 속한 불교문화를 한국 고유의 문화로서도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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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문화콘텐츠의 시대에 한국문화의 특성으로서 신화, 종교, 의례의 자

원인 불교문화는 깊이 연구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기에 앞서 공공재

로서 인지하며 그들 불교계의 권익에는 소홀하지 않았는지 개발자와 관리자들

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불교계에서는 단지 공간을 소유한 현재인이라

고 해서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반성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

을 보호하고 불교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

다. 주체만이 보호받는 냉정한 온라인 세상에서 불교문화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의 다른 세계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ends and Challenges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 - 동향과 과제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re for Asia and the Pacific



부록
토론 요약문

참가자 프로필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ends and Challenges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 - 동향과 과제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35

토
론

요
약

문
  무

형
문

화
유

산
 보

호
와

 지
적

재
산

권
 -

 동
향

과
 과

제

년 10월 21일 서울 고궁박물관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

권-동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전문가회의가 개최되었다. 무형문화유

산과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가와 다수의 옵서버들이 본 회의에 참석하여 무형

문화유산의 지적재산권적 보호를 위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였다.  

최태용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기획이사와 임돈희 동국대학교 석좌교수는 각

각 개회사와 환영사를 통해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

하였다. 이어서 박성용 아태무형유산센터 소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무형문화유

산 보호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몇 가지 주요 이슈를 다음과 같이 제기하였다. 

우선, 무형문화유산을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통문화자원과 같은 포

괄적 개념에서 그 지적재산권 보호 논리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고, 향후 국제적으로 기존 지적재산권 체제의 수정 또는 새로운 제도sui 

generis system의 도입이 전망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대안 수립이 요구된

다. 특히,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수단으로서 지적재산권을  보

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더 나아가 무형문화유산의 지정 조사 및 기록 작성 과

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아울

러, 개인 혹은 방송 관련 기관에 의한 보유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

토론 요약문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
                                     - 동향과 과제

2010년 10월 21일

서울 고궁박물관 대강당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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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인이나 법적 규범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시작된 본 회의는 총 3부로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의 논의의 동향, 2부에서는 쟁점과 

과제, 그리고 3부에서는 정보화 이슈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제 1부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 - 국내외 동향  

제 1부는 임돈희 동국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무형문화

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 보호의 국내외 논의 동향을 다룬 발표문에 대하여, 김

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용구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사무관

이 토론자로 발언하였다. 

무형문화유산 보호Safeguarding의 법적 보호Protection

세대를 거쳐 전승되어 온 무형문화유산은 전통성과 동시에 날마다 끊임없이 

재창조되어 현대성을 갖는다. 이것은 무형문화유산의 대부분이 ‘공유영역public 

domain’에 해당하지만 개량된 부분은 ‘사적영역private domain’으로 귀결되는 이유

다. 공사公私영역이 동시에 공존하는 무형문화유산을 지적재산권법으로 보호하

기 위해서 김병일 교수는 다음 문제들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

다. 첫째 권리자의 특징이 없으며, 둘째 이익을 공유할 수혜자가 불분명하고, 셋

째 이용된 유산의 남용과 왜곡을 막는 장치rule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세가지 

사항은 무형문화유산이 보호safeguarding에서 또 다른 보호protection로 가기 어려운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무형문화유산의 법적 보호를 위해 상기 사항이 치밀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제사회의 전통문화표현물 보호에 대한 전망 

김용구 사무관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한 전통문화표현물 보

호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독자적 보호 체계 구축으로 귀결될 것인지 혹은 기존 지

적재산권법 틀에서 보호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주문하였다. 또한 독

자적 보호 체계가 정립된다면 그 과정에서 문화재청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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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하며,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오기석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관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정부

간위원회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독자적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

직이고 있으며 이미 기존의 지적재산권 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앞으로의 전통문화표현물 보호에 대한 국제적 동향은 지

적재산권 틀을 벗어난, 새로운 규범을 지향하고 있으며 자국법 내에서 수용을 

유도하면서 강제성이 없는 모델법의 형태로 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성용 소장은 기조발제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지적재산권법 체제의 내재적 한계 극복이 필요하며, 머지않은 장래에 

기존 지적재산권 보호 체제의 수정 내지 보완 또는 새로운 제도sui generis system의 

도입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사전에 적극적인 준비가 이뤄

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무형문화유산, 전통문화표현물, 전통지식의 개념적 논의

김병일 교수는 무형문화유산은 유전자원과 관계된 ‘협의의 전통지식’과 민간

전승물의 표현으로 대변되는 ‘광의의 전통지식’ 개념을 포괄하는 매우 넓은 개념

最廣義이라고 해석하였다. 하지만 국제조약에서 규정하는 전통지식의 개념이 민

간전승물 및 무형문화유산의 그것과 중첩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조약들이 국

내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덧붙여 김용구 사무관은 무형문화유산이 전통지식과 전통문화표현물

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립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전통지식이 지식의 본

질을 의미한다면 전통문화표현물은 그것의 성과물로 보여 지는데, 이로 인해 각

각이 특허권과 저작권으로 연결되는 이원적 정책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일원

적 정책 수립을 위하여 무형문화유산과 전통지식·전통문화표현물 간의 관계 

정립이 요구되는바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주문하였다.

이에 대해 양대승 한국지적재산권위원회 부연구위원은 이 세가지 개념을 표

리관계로 보기 보다는 서로 다른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였

다. 예시적으로, 1982년 모델규정Model Provisions을 살펴보면, 현재 논의 과정에서 

변화되어 사물production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었는데, 이는 전통문화표현물을 사

물로 보기보다는 개념으로 이해한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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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식재산, 전통문화표현물, 전통지식에 대한 논의

동 세션에서는 국내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신지식재산과 전통지식·전

통문화표현물의 관계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신지식재산은 경제, 사회, 문화 및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지식재

산이 확장된 개념으로 과학기술, 상표, 의장 등이 주된 유형으로 대변된다. 이에 

반해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표현물은 개도국이 자국의 전통문화와 토착민 문화

를 지식재산권측면에서 방어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김용구 사무

관은 이와 같이 논의의 출발점과 그 계보가 다른 전통지식과 전통문화표현물을 

신지식재산의 틀에서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하였다.

이에 정용익 국무총리실 지식전략기반 팀장은 지적한 바와 같이 신지식재산

권과 전통지식·전통문화표현물은 논의의 출발점이 다른데 현 시점에 와서 통

합 여부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논의는 결국 사회적 책임

을 누가 질 것인가로 귀결되며 우리 사회와 우리 정부가 통일된 의견으로 무엇

을 택할지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지적재산권을 중심을 이해관계를 가

지고 있는 각 부처와 관계기관들의 협의와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제 2부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 - 쟁점과 과제  

제 2부는 이철남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

다. 동 세션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와 

당면 과제들이 제기되고 이와 관련하여 미국, 호주, 인도의 사례가 소개되었다. 

또한 인도네시아를 대표 사례로 유네스코 목록 등재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재산

권 문제가 거론되었으며, 지적재산권법상 실질적인 보호 대상인 공동체에 대한 

정의와 역할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아래는 동 세션 발표에 대하여, 김형진 법

무법인 정세 변호사와 박원모 아태무형유산센터 연구조사팀장의 토론 발언이다.

무형문화유산의 지적재산권과 데이터베이스 방안

발표에서 육소영 교수는 무형문화유산을 지적재산권법으로 보호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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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바 있다. 즉, 구축된 데이터로 무형문화유산

의 원형을 유지하고 이에 새롭게 가미된 창작물도 지적재산권법 상으로 보호를 

인정하며, 이때 후자에서 발생한 이익은 데이터에 기록된 보유자와 공유하는 방

법이다. 

하지만 김형진 변호사는 제시된 대안은 디지털콘텐츠저작권법과 충돌이 예

상되는데, 데이터베이스 과정에서 발생되는 법적 권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또한 이익의 일부를 보유자에게 반환한다면 반발이 예상되는바, 

수익의 일부를 보장하는 시스템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하여, 

육 교수는 이익 공유는 그 범위와 방법 등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정부에서 이익 

공유를 정책적 방침으로 채택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익 공유는 이뤄질 것

이며 본 견해는 그에 대한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는 하나의 안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박원모 팀장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방법으로 기존의 방식인 목록작

성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통지식의 데이터베이스화의 차이점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더 나아가, 그는 현재 문화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정’을 통한 무

형문화유산 보호의 결과들을 발표자가 제기한 지적재산권 보호 방법과 연계하

여 생각해 볼 수 있는지 법리적 관점에서 의견을 주문했다. 이에 육 교수는 특허

권이나 저작권을 등록할 때, 목록작성 등으로 작성된 라이브러리를 선행 자료로 

활용하는 시스템이 제도화 된다면 지적재산권법과 라이브러리 시스템의 연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공동체의 역할과 과제

공동체가 무형문화유산의 권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요구되지만 개념화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김형진 변

호사는 공동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지적재산권법상 권리 부여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공동체를 정치, 생물, 인류학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논

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하여 박필호 변호사는 무형문화유산의 공동

체를 객관화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대안으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을 공동체

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원모 팀장은 우리나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과 

박 변호사가 제안한 공동체, 단체, 개인의 법인격 부여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미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보유자 혹은 보유단체가 법인격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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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박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법인격을 부여할 수 없으나 사후적인 판결로 가능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유네스코의 목록 등재와 지적재산권

김형진 변호사는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유산의 원형에 대

한 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어온 무형문화유산 중 보존

되어야할 표준 원형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가우라 만챠차리타디푸라 인도네시아 크리스사무국 차장은 김 변호사의 질

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에 앞서 유네스코 법률자문관의 말을 인용하며, 무형문

화유산보호협약은 소유권의 문제가 아닌 보호에 대한 문제이며, 지적재산권, 저

작권, 산업디자인법을 유네스코 목록 등재와 동일하게 인식해서는 안된다고 지

적했다. 이어 가우라 차장은 표준화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목록의 

표준화에 대하여 논의한 바는 없지만 목록으로 확정하기 전까지 여러 전문가들

에게 검증을 받는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목록작성이 무형문화유산 보호

를 위한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모두에게 강조하며 답변을 마쳤다. 

박원모 팀장은 유네스코 목록 등재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공동체의 동의를 충

분히 얻지 못했다는 유네스코 심사위원의 판단을 상기시키며, 인도네시아의 경우 

목록 등재시 공동체의 동의를 구했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주문했다. 

이에 가우라 차장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

하며, 인도네시아의 경우 합리적인 샘플을 다양한 구성원으로부터 추출하기 위

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동체가 목록등재를 반대하는 경우 그들과 대

화를 통해 이해와 설득을 구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사

람들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다.(You can't please all of the people all of the 

times.)"라는 영국 속담을 인용하며 답변에 대한 요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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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부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 - 정보화 이슈  

제 3부는 육소영 충남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표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을 기록화하고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법적 

쟁점들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최종호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관리학과 

교수와 유동환 안동대학교 문화산업전문대학원 융합콘텐츠학과 교수가 토론자

로 발언하였다. 

중요무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의 법적 보호

최종호 교수는 이철남 교수의 발표 내용 가운데 무형문화유산의 기록화와 

아카이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 즉 지적재산권 보호의 대상(권리의 

객체), 수혜자(권리의 주체), 보호의 방법(권리의 내용)의 향후 과제에 대해서 크

게 공감한다고 밝히며, 우리나라의 중요무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의 법적 보

호에 대한 두가지 질문을 하였다. 

첫째, 비지정문화재의 전형적인 사례인 ‘포천막걸리’의 경우, 일본에서 상표

등록을 선점하여 일본으로 수출시 ‘포천막걸리’라는 상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법적 관점으로의 해석을 요청하였다. 둘째, 세계지적재산

권기구WIPO가 소유권을 중점적으로 다룬다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정부에서는 지적재산권 중 저작인격권을 중점 분야로 연구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종합토론에서 발언되었다. 

무형문화유산의 아카이브화와 지적재산권 

유동환 교수는 1997년부터 시작된 국가지식정보의 디지털 아카이브사업은 

2000년대 중반에 와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지적하며 그 주된 요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번째는 초기 구축된 아

카이브가 저작권이 불분명하고 두번째는 아카이브를 저작권으로 설정시 등록비

가 개발비를 초과하며 세번째는 법률 시스템이 대량으로 구축되고 있는 아카이

브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기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철남 교수는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전에 반드시 법적권리 관계를 명확히 처리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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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사례로 위키피디아Wikipedia와 오픈소스Open Source를 꼽으며, 이들은 사전에 

권리 관계를 명시한 라이센스 문구를 포함하므로 아카이브를 활용할 때 권리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통지식의 데이터베이스화와 권리 관계 정립

유동환 교수는 한의학의 상당부분이 민간지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

기시키며, 한의학연구원에서 민간의술을 데이터로 구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

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에 고광국 전문연구위원은 공유영역public domain에 속하는 동의보감이나 저

작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전통지식을 데이터로 구축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비법이나 비방과 같은 사적영역을 기록 조사할 때 인센티브 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인간문화재 제도와 같이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

해 준다면, 민간 데이터에 대한 기록 조사가 용이하고 보유자에 대한 권리 또한 

존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활용

무형적 요소는 창작과정에서 변형되는 부분을 긍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 

교수는 보존지향적인 정책보다 보존과 활용의 메카니즘을 하나의 가치 사슬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조은정 교수가 지향하는 

불교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의 조화 전략을 정보화 및 콘텐츠화 과정과 연계

하여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하여, 조 교수는 직접적인 답변보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지

적하였다. 그는 불교계가 가지고 있는 창작과 추상화에 대한 거부감은 종교적 

숭고함을 폄하당한 경험에서 비롯되며, 한번 변형된 원형은 되돌릴 수 없다는 

특성 때문에 보존을 지향하는 그들의 입장을 일정 부분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불교계가 전통에 대하여 이중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날 보존과 활용의 도덕적 기준이 상이하고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

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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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무형문화유산 보호 분야 지적재산권 증진 방안  

종합토론은 박성용 아태무형유산센터 소장이 좌장을 맡았다. 박 소장은 현

재까지 세계지적재산권기구를 중심으로 국제적 논의가 진행되어 왔지만 우리나

라의 국가적 참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 분야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논

의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 증진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이끌었다. 

개념/용어 정리의 필요성

참가자들은 무형문화유산의 법적 보호를 위해서는 개념 정리가 무엇보다 중

요하다는 사실을 피력했다. 법적으로 권리의 객체와 주체를 설정할 때, 구체적

인 개념 정리에 따라서 무엇을 포함하고 포함하지 말아야 될지가 결정된다. 이

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며 양대승 박사는 민속의 개념, 공동체의 범위, 대표성 등

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종호 교수도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법제화를 위해서는 단계적인 용어 

정리가 필요하며, 이는 전문가 견해를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국제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좋은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 것으로 기대를 했다. 

조은정 교수는 무형문화재의 개념화 방법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국제적 입

장도 있겠지만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지 화두를 던졌다. 또한, 

무형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더 확산되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견해를 덧붙였다.  

박원모 팀장도 예능과 공예로만 구분되는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유산 개념이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비해 제한된 범주에서 정의되어 왔음을 지적했

다.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정의 또한 제한적이라고 덧붙이며 유네스코에서 무형

문화유산을 등재할 때 보유자나 보존회에 대한 개념들이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동체라는 개념에 대한 논의는 이전 세션과 마찬가지로 종합토론에

서도 주요 쟁점이 되었다. 양대승 연구원은 공동체의 문제는 지식재산의 지리적 

표시, 법인 등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로 공동체 일부

가 문화유산을 등록 했을 때, 이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단체는 어떻게 처리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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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될 것인가와 같은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에 박성용 소장은 용어정리는 2003년 협약 상에서 이미 어느 정도 되어있

지만, 국내적으로도 혁신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형문화유산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

가우라 차장은 유네스코 협약에서 지적재산권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현재 등재된 무형문화유산은 지적재산권상 보호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

혔다. 하지만 무형문화유산이 충분히 지적재산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므로 지

적재산권법 출범을 위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국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국내 논의 활성화와 연구의 필요성

오기석 연구관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한 전통문화표현물 

보호에 대한 논의는 머지않아 정리될 것이며, 이에 대비하여 우리 입장에서 보

호해야 할 전통문화표현물의 범위 및 수혜 대상, 왜곡 및 불법이용에 대한 침해 

사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무형문화유산과 

전통문화표현물의 수혜대상이 각각 공동체community와 토착민indigenous people로 대

변되는데, 서로 상이한 수혜 범위를 지적하며 무형문화유산의 지적재산권 보호

를 위하여 상호 간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카이브를 구축할 

때 그 목적이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인지 ‘활용’인지에 따라 구축 방법이 달라

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육소영 교수는 무형문화유산의 법적 보호에 있어서 무형문화유산 분야와 법

학 전문가 간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지금까지 본 논의가 

진전될 수 없었던 것은 두 분야 간 공동연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

라서 두 분야 전문가 간 교류가 활발해져야 어떤 방식으로든 법 개정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내 정책 마련 

김용구 사무관은 국내적으로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더 

나아가 지식재산기본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문화재청도 이에 

동참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유산 온라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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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사’사업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무형문화유산을 지식재산으

로 정의되었을 때 발생되는 문제들-가령 보유자 권리 부여 문제 및 특허 관련 문

제 등을 법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차기 과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철남 교수는 포천막걸리와 교동법주를 사례로 무형문화유산의 소극적 보

호와 적극적 보호 방안을 제기했다. 즉, 소극적 보호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의

한 방어적 보호 방법인데 포천막걸리를 소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도용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주 교동법주와 같이 보유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문화재청이 인정한 중요

무형문화재 목록을 특허청과 공유한다면, 이중적인 특허 등록을 방지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한편 적극적 보호는 권리 주체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방법인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교동법주를 들 수 있다. 즉, 경주 교동법주 기능보유자가 ‘경주 

교동법주’라는 상표를 출원한 것과 같이, 보유자의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

여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보유자 전승 제

도를 운영하는 문화재청의 정책이 개별적인 권리 주체를 인정하는 지적재산권 

제도와 상이함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틀을 깨기 위한 방안 마련

한편, 박필호 변호사는 기존의 법적 틀에서 벗어나 독창적인 접근이 필요하

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호주와 프랑스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으

며, 우리 또한 먼저 모델법을 개발하고 그것의 실현 가능성을 추후에 논의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최종호 교수도 이에 동의하며 아태

무형유산센터가 중심이 되어 가이드라인 혹은 모델법을 개발할 것을 권고했다. 

 



346

무
형

문
화

유
산

 보
호

와
 지

적
재

산
권

 -
 동

향
과

 과
제

폐회 

박성용 소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무형문화유산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

한 통합적이고 다원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적, 

정부적, 국가적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기존의 틀을 깨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

다고 당부했다. 또한 박 소장은 아태 지역은 무수한 문명과 문화 교류의 혜택으

로 풍부한 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 분야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선진국

인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마지막으로 박성용 소장은 이 분야의 과제로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

권 간 사회적 합의 도출, 모델법 구축과 전문가간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의 중심은 공동체이므로 전통지식이든 전통표현물이든 결국 

공동체 보호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향후 아태무형유산센터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적재산권 증진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며 기존의 틀을 벗어난 실질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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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재보호재단 기획이사

·문화재청 정책과장 역임

·문화재청 사적과장 역임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역임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분과위원장

·아태무형유산센터 자문위원장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선정 국제심사위원 역임

· 아태무형유산센터 소장

· 태평양· 문화다양성연구소 국제사업조정관 역임

· 그리피스대학교 문화예술대학 선임연구원 역임

· 퀸즈랜드대학교(브리스번) 문화유산학 박사

▶ 최태용

▶ 임돈희

▶ 박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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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실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지식기반팀장

·특허청 근무(발명정책과, 특허심사정책과, 정보기획과)

·산업자원부(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산업기술 정책과)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근무

·소르본느 대학교 법학 박사

·몽펠리에 대학교 법학 석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뮌헨대학교 법학 박사

·연세대학교  법학 석사

·동대학교 경영학 학사

▶ 정용익

▶ 양대승

▶ 김병일

· 한국저작권위원회 선임연구원 

· 각종 국제회의(WIPO) 대표단으로 참가

· 저작권문화학교, 아카데미, 공무원 등 대상으로 강의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오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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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기획총괄 담당

·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근무

· 동국대학교 불교예술문화학 석사

· 성균관대학교 사회학 학사

▶ 김용구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전 고등법원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

· Washington Univ. in St Louis JS.D(법학박사)

· Washington Univ. in St Louis LL.M(법학석사)

· 뉴욕주 Park Law Firm 변호사 

·University of Winsconsin 동아시아법률 연구 및 강의

·WHO 필리핀 사무소 근무

·University of Winsconsin in Madison SJD(법학박사)

·University of Winsconsin in Madison LL.M(법학석사)

· 인도네시아 크리스사무국 차장

·유네스코 인도네시아위원회 자문관

·인도네시아 바틱 박물관 연구소 자문관

▶ 육소영

▶ 박필호

▶ 가우라 만차차리타디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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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태무형유산센터 연구조사팀장

·국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재 전문위원 역임

·한국전통문화학교 강사 역임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역임

·미국 윈스콘신대학교 객원 연구원 역임

·고려대학교 법학 석·박사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연구위원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객원교수

·충남대학교 법학 박사 

·동대학교 법학 석사

▶ 박원모

▶ 이철남

▶ 고광국

· 법무 법인 정세 변호사 

·IIT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UCLA MBA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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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겸임교수

·미술평론가, 미술사학자

·<미술평단> 주간 역임

·이화여자대학교 석·박사

▶ 조은정

·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관리학과 교수

·한국박물관학회 사무국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인도 바로다대학교 박물관학 박사

· 안동대학교 문화산업전문대학원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등 사업기획 및 자문

·안동대학교 박물관, 안동문화연구소 운영위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철학 석·박사

▶ 최종호

▶ 유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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