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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South Asia and
Southeast Asia Cases

Moderator

BAK Sangme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resentation 1

Contextual Learning: Exploring Multi-Level Pedagogy for ICH
Education and ICH-based Education
Neel Kamal CHAPAGAIN, Ahmedabad University, India
Discussant: KANG Jeong Won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entation 2

Challenges in the Creation of a Higher Education Program in ICH
Martin GENODEPA,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Visayas, Philippines
Discussant: YAU Wai Yu (The University of Hong Kong)

Presentation 1

Contextual Learning: Exploring Multi-Level Pedagogy
for ICH Education and ICH-based Education
Neel Kamal CHAPAGAIN
Centre for Heritage Management, Ahmedabad University, India

This paper is based on two phases of my work focusing on South Asian context:
(i) my experience of designing an integrated heritage management programme and
running it for the past five years, in whic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has been a
core concept; and
(ii) my personal interest in rethinking the overall idea of education in general, and
refining professional education for the heritage sector in particular.
Both of the above aspects have emerged from my engagement and exposure to the
overall heritage scenario in South Asian contexts, hence this paper is a reflection on ICH
pedagogy at least for the South Asian context. The paper explores the idea of ‘contextual
learning’ as a feasible pedagogy that could be adopted in ICH education at two levels:
first is to create professionals for safeguarding of ICH, and the second is to integrate ICH
as resources both in early (child) education as well as professional education in general.

1. INTRODUCTION
South Asian countries – like many other countrie – are rich in diverse cultural contexts,
but unfortunately the mainstream education system has not done justice to the rich
contexts and their contemporary needs. Even after the adoption of the 2003 Convention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ch has triggered various initiatives and capacity
building programmes in the region, their potential has not been fully exploited. I have
been looking at this issue from an academic programme’s point of view, and have
attempted to address this need by NOT separating ICH from the mainstream heritage
practices BUT promoting ICH as an integral core of mainstream heritage practice. This
challenge requires serious intervention at two levels: first is to document, assess and
appreciate the ICH resources; the second is to use these resources actively in all levels of
education and practice – both heritage focused and general education and practice. It is
in this line of thought that I would like to explore in this paper how a ‘contextual
learning’ pedagogy may be a useful strategy and how one can go about adopting this
approach. I will discuss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ICH and education, then I will
explore contextual learning as a pedag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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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CH AND EDUCATION AT MULTIPLE LEVELS
Promulgation of the ICH convention in 2003 triggered a global surge on the interest and
actions related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ether a member state is on-board the
various lists of ICH (as per the convention framework) or not, the core idea of ICH can
still be relevant in professional as well as general education. In today’s global discourses,
these issues are well captured by the United Nation’s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initiative as well. In the UNESCO publication ‘Learning with
Intangible Heritage for a Sustainable Future’ (edited by Janet Pillai, 2015), ESD is
defined as “education that is concerned with transforming today’s society, so as to
achieve sustainable societies in the future”, and that ESD “reorients existing educational
programmes towards sustainability” by “rethinking what is taught and how it is taught”
(p.17). Further, it is suggested that this process involves “the formation of values, skills,
attitudes, and behaviours that prepare learners to anticipate, think critically, and tackle
and resolve problems relating to sustainability” (p. 17). From an educator’s perspective,
one can relate these steps as akin to Bloom’s framework of learning, which
conceptualises different levels of learning, i.e. ‘remembering, understanding, applying,
analysing, evaluating, and creating (Anderson et. al., 2001). It is clear that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s aiming at higher levels of learning than merely remembering
and understanding ‘knowledge’ as content. The emphasis is on critical understanding
and thinking, and gradually applying such understanding and thinking to problem
solving. If we keep these two aspects in mind, we can think of ICH as an enabler of better
understanding as well as an enabler of implementing solutions to a problem. Let me
elaborate on these propositions with relation to the broad levels of our education
system.
2.1. ICH at Early Education Level
At an early education level, we expect a child to ‘learn’ about the world. A conventional
education focusing on the knowledge as content given to the child by parents or family
or teacher assumes that the objective knowledge is out there for the child to grab and
internalise. This approach cannot go beyond the two lower levels of learning in the
Bloom’s taxonomy, i.e. to remember and perhaps to understand. If most aspects of
learning take place by facilitating the child’s engagement with the surrounding (from
very personal surrounding to start with, and gradually expanding to societal and larger
environmental surrounding), the child’s learning to comprehend the environment or the
world would be meaningful. This may lead to the child gradually being able to not only
understand the world as a product of ‘knowledge’, but also the world with all its
problems. This level of understanding can facilitate the latter part of a child’s education
where s/he is expected to know the issues or problems and be able to tackle them.
In the above discussion, how the child engages in exploring a world may be challenging.
Every cultural context has their own way of understanding the world, and has devised
mechanisms and knowledge systems that allows one to unravel the layers of re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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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other hand, the modern scientific knowledge digs into the understanding of same
world with objective scientific principles which often need to be learned regardless of
one’s own cultural contexts in which the child is growing. I think it is this juncture that
offers both the opportunity for child’s learning, and a challenge if we fail to understand
the two aspects in this juncture.
Researches in indigenous or traditional knowledges – which form a key part of ICH
domain – have supported the assumptions that indigenous knowledges and knowledge
systems in any cultural contexts have evolved from generations of unravelling the
worldly phenomenon and finding ways of communicating the understanding to the
general public in that context. These are not necessarily opposed to the scientific
knowledges being produced following rigorous scientific processes – which have been
developed in the past few centuries. If one seeks to take advantage of both ways of
understanding the world, I think there is an opportunity in our education and practice.
Domains of ICH reflect these knowledges interpreted and exhibited in local cultural way.
If a child growing up in a particular cultural context would begin to learn about the
world through these domains, I think the learning will be meaningful and empowering.
At the later stage, when the child begins to dwell with higher levels of learning, i.e. to
solve problems, s/he will be addressing local problems in relevant ways, rather than
struggling with a global problem without seeing the local implications of it. In this
thinking, ICH becomes both ‘knowledge’ to be understood, and a vehicle – a solution – to
address problems of today’s society. If education can achieve these two steps, ICH can be
a resource and a tool that contributes to sustainable development.
2.2. ICH as Educational Resource
ICH as an educational resource is a very important aspect that educationist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should seriously consider at all levels of education including
early (child) education. Bringing in local culture and practices as manifestations within
the various disciplines the education might be dealing with would help in providing
contexts to education. It also facilitates students in becoming informed citizens of
society with a sense of ownership of the context, understanding and appreciating
diversity while also recognizing self-identity. At a higher level, particularly in
professional courses that may have to deal with ICH, integrating ICH as resources and
cases would help to enrich the scope of their practices. Beyond this the second aspect,
education for ICH management, comes into the picture, which I would like to discuss and
focus on in this paper.
The other part of the issue here is a particular kind of professional education, which
contributes to the professional safeguarding of ICH, thus ensuring that the resources
that could be used by general education and overall society are available. This can also
function using the same concept as discussed in the preceding paragra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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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ICH in Professional Education in Heritage Sector and Professional Education
for ICH Safeguarding
At the outset, let me emphasize that heritage as an explicit subject area has negligible
presence in higher education today. Within the limited educational areas or
programmes that deal with heritage in higher education, we can see that these have
conventionally been limited to either conservation studies or museum studies. In both
the approaches, the earlier conventions have been object-centric or material centric in
which the scientific analysis and preservation techniques would be the core of education.
Lately, all forms of education in the heritage sector has realised the non-material aspects
as being equally important to the material aspects. Also, in cultural studies – particularly
from anthropological and sociological studies to recently emerged development studies,
the manifestations of culture have earlier been ignored or at best included only as an
exotic or ancient cultural traits. In recent years, the broadening of the educational
frameworks, emphasis on decolonization and so on, have given a different level of
attention to the cultural traditions and practices. In this sense, we can see today the
inclusion of elements of ICH into mainstream heritage related programmes. Yet, not all
programmes have realised the full potential of ICH as a domain to be integrated into
conservation approaches or management strategies. This is one area that may still take
sometime to evolve – particularly with reference to established conservation discourses.
The other trend – particularly after the 2003 ICH Convention, is that there has been
proliferation of ICH related training activities – independent of degree programmes, as
well as attention being given in degree programmes. Overall, these emerging interest
and inclusion of ICH in higher education can be categorised in three major groups:
a. dedicated programmes or courses on ICH
b. highlighting ICH in conventional courses
c. integrating ICH and other aspects of heritage in new courses
In each of the above groups, the objectives could be similar but the core of the success in
any educational effort lies in the delivery of teaching learning activities and associated
engagement of the participants. It is in this regard that I would like to explore next the
concern about pedagogy. I will first establish the key pedagogical concerns for education
for or on ICH, and then propose an overall pedagogical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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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CH AND HIGHER EDUCATION: STATUS IN ASIAN UNIVERSITIES, AND
OBSERVATIONS FOR PEDAGOGY
If ICH is to be integrated into education at multiple levels, or if professionals are to be
prepared for working towards safeguarding of ICH, what could be an effective pedagogy?
In a quick survey across a few examples of education programmes in South Asia1, I can
identify the following approaches employed as pedagogy:
Table 1. Summary of a Desk Survey of ICH pedagogy in selected universities in Asia-Pacific
region
S.N.

REGION
/COUNTRY

PROGRAMME
TYPE

ICH Elements
dealt with

INFORMATION ON PEDAGOGY
Key Words

1.

Bangladesh

Almost all

Nepal

University level
courses as part of
various
disciplinary
studies
University level
General
Education
Requirements
University
programme on
Cultural Heritage
and Museum
Studies
University level

2.

Philippines

3.

Australia

4.

Music

Emphasis on
practical/hands-on
music practices:
Lectures, practical
demonstrations,
discussion,
seminars, practical
courses, fieldwork

5.

Republic of
Korea

University
Department

Handicraft
technologies

6.

Republic of
Korea

University Centre

Overall

7.

India

8.

Vietnam

University
Department
Educational
Institute’s Project

Traditional
Knowledges
Cultural Spaces
and cultural
landscapes/bio
sphere

Almost half of
credits from field
practice
Documentation,
Fieldwork research,
digital archiving and
sharing
Fieldwork

Other Information
Perhaps diverse
pedagogy for diverse
set of ICH elements

Language,
Culture,
Society, Arts
Broadly all

Offers both
conventional and
online learning
opportunities
It was noted that the
course on
ethnomusicology
was successful while
it was being offered
in a location where
the historical
connection was
prominent

Documentation
Community based

1

This desk survey is conducted with references to 13 presentations made at an international forum in 2018,
organized by UNESCO Bangkok and ICHCAP, the papers of which are available in a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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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Hong Kong

University
Continuing
Education
Programme
Governmentcentre project

10.

Japan

11.

India

Stage
Government
Initiative

12.

Vietnam

University major
programme

13.

India

University Centre
programme

Overall cultural
heritage

Cultural mapping,
community based
approach

Vernacular
Building
Traditions
Literature,
Performing
Arts, Visual
Arts, Theatre,
Handicrafts,
Fairs and
Festivals,
Tribal Arts and
Culture,
Handloom and
Weaving,
Gastronomy
Traditional
Crafts and
Museum

Fieldwork,
documentation

Overall,
Traditional
Knowledge,
Crafts,

Immersion,
Fieldwork, Fieldsessions

Identify, research ,
document, promote

Learning through
Experiment method:
Observational
thinking, practical
experience,
experiment

Reference to
Contextual Model of
Learning in
Museums by John
Howard Falk and
Lynn Diane Dierking
(Learning from
museum, visitor
experience and the
making of museum,
2000)

It is evident from the above samples of current offerings in the Asia-Pacific region, that
the ICH related education occurs at multiple levels, using multiple pedagogical
orientations. However, in terms of pedagogy, a preliminary exploration indicates that
some level of field or practical engagement in the form of documentation has been
widely followed in these programmes. However, the nature of fieldwork as well as
documentation may be different, and it is an important area of inquiry for our interest in
pedagogy. Similarly, community becomes another key stakeholder in this field or
practice based pedagogy because it involves varying level of engagement with
communities who might be the bearers or custodians of the concerned ICH element. This
is precisely what the ethical statements on ICH is concerned with, please see the ethics
section on the UNESCO’s ICH convention page (https://ich.unesco.org/en/ethics-andich-00866).
From the above quick survey, we can see that the programmes in Asia-Pacific region
seem to have the following pedagogic techniques as widely common: documentation,
mapping, engagement with community during field work, general field work. In addition,
it can also be seen that some of these techniques are also used as an in-depth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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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rtunity, for example – the process of field work or community consultations have
been refined in what we call as our ‘immersion programme’ where the idea is to
‘immerse’ the students in a given context (Chapagain, 2018). Similarly, a documentation
strategy may be expanded to become a larger mapping exercise where students would
be overlapping documentation of certain elements onto the landscape, culture and
community information. In general, it is seen that documentation and mapping are
common tools used for research and teaching-learning, however these tools would be
efficient in contributing towards safeguarding of ICH under study if these learning
activities are conceptualised, pursued, evaluated and given back in some form to the
‘context’ – primarily consisting of the ‘people’.
Similarly, fieldwork or field based learning is another easy tool almost all the
programmes or courses would draw upon. However, a meaningful contribution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2003 Convention could be established if the fieldwork or field
learning is grounded in the context to contribute directly to any community-level
safeguarding measures, and NOT just drawing up inferences from the context. It is only
when the teaching-learning activities are grounded in a serious manner that the
safeguarding objectives of 2003 Convention can be achieved. In absence of a ‘grounded
approach’, none of the programmes or courses may claim to have contributed in
safeguarding by merely pursuing a fieldwork or learning from the community. Simply
pursuing a one way and ‘helicopter learning’, we are simply exploiting the ICH context,
and not engaged in a meaningful safeguarding activity. The success of ICH education
may also heavily depend on this ‘grounded’ness into the context.
One important point is drawn from a case study from Nepal, which is a case I visited
around twenty years ago during my undergraduate research. This case (Dahal, 2018)
highlights the strength of teaching a course on ethnomusicology connected to the
particular location. The location – in this case the city of Bhaktapur – has been
recognised as home for a variety of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and learning music
amidst such rich contexts offered a true ‘context’ to the learning. We may argue that
such ‘contexts’ may be mimicked, or visited more frequently, and so on, but in everyday
operations of a programme, having the context right around the learners certainly
makes a pragmatic and positive difference.
I would like to discuss a similar case from my current engagement at Ahmedabad
University. In our Masters programme in Heritage Management, we have both classroom
sessions as well as field sessions related to ICH. In the classroom sessions the historical
evolution, the convention, the broader contexts, the methodology and the challenges are
discussed. In the field sessions, we navigate through different groups of communities,
landscapes and knowledge systems in order to go deeper into various elements of ICH.
Both these approach compliments each other, but what makes a striking impact in the
students’ learning is the field sessions. Prior to field-based course, we have a fieldimmersion programme to sensitise students about the learning process that the local
contexts itself may have its own versions of heritage and safeguarding practices as well
as unique management challenges. Between the immersion programme and the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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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based course, there are a series of ‘class room’ courses to bring in various academic
and professional insights. In this sequence, the learning through these field sessions go
beyond the level of ‘remembering and understanding and applying’ but focus mostly on
the ‘analysing, evaluating and creating’ level of cognitive dimensions in Bloom’s
taxonomy (Anderson et.al, 2001). Students become aware of the contexts and processes
of ICH, which is different from their previous understanding of ICH as products (without
much reference to the context). This approach of learning brings in the larger and
grounded perspective of ICH, and our hope is they can be a better professional to handle
ICH safeguarding activities.
A similar but different learning process from Vietnam is worth referring here. From the
above list of cases, I will refer to the case presented by Pham Lan Huong from Ho Chi
Minh University of Culture in Vietnam. Pham refers to John Howard Falk and Lynn Diane
Dierking (2000) for a contextual model of learning2 that could be applied for learning
from museums. Falk and Dierking argue for three levels of contexts that can be used to
connect the visitors or students learning through the museum, i.e. personal context,
socio-cultural context, and physical context. As Falk and Dierking (2000) appropriately
recognize that these categories of contexts are neither mutually exclusive to each other,
nor are they complete categories in themselves.

4. CONTEXTUAL LEARNING: TOWARDS A PEDAGOGIC SRATEGY TO ACHIEVE
EFFECTIVE LEARNING FOR ICH EDUCATION
Why is context important?
The very nature of ICH requires us to approach it sensitively. The 2003 Convention
recognizes the key position of bearer or practitioner community in any domain of ICH
understanding, and their core role in safeguarding, promoting. This also means (though
not explicitly discussed in the convention) that they should be the key decision maker
and beneficiary of any efforts towards safeguarding ICH. But how do we ensure that in
our educational efforts about ICH?
I would like to propose these multiple layers and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y’, the ecology of culture and nature, and the identified ICH elements be
understood in a broader framework of a ‘context’. The context here should be seen more
than a physical or landscape context. The context is also the environmental including air
and water, other forms of living being, the economic and social context, and of course
the cultural contexts that shape ICH. Since ICH is intricately associated with the issues of
cultural diversity, nature-culture linkages, community ownership and engagement, and
the overall cultural ethos, none of the elements can be understood without connecting it
to the particular context. If a ‘context’ is at the core of understanding and engaging with
2

It is a happy coincidence here for me to find a similar idea of contextual learning being actually used and
recommended by one of the cases I am referring. My reference to contextual learning as a pedagogical strategy,
however, has roots in my own family’s engagement with child education and my own work on developing an
integrated heritage management curriculum at Ahmedabad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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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it can safely be assumed that a contextual approach should be the driving
philosophy for ICH education.
How can contexts be a driving concept in pedagogy?
Since ‘contextual learning’ as a term is not new in the education sector we already have
some references to start from. It is broadly associated with the works of American
philosopher and educationist John Dewey3 and is already an established term in the
education sector – see for instance Sears et. al, 2003. Michael Giamellaro (2017)’s article
“presents contextualization, or the degree to which content and context are connected
through experience, as a measurable outcome of learning, education, or situated
cognition”; and proposes that “contextualisation as a construct…indicates curricular
intention, cognitive process, and learning outcomes” and also “is a measurable variable
that can be correlated to measures of learning…”.
Connecting my own experience to broader scholarly works on education, as well as
connecting to the case from Vietnam mentioned previously, I strongly would like to
suggest exploring the applicability and ways of applying contextual strategies both in
curriculum design and as pedagogy for ICH education at all levels.
Using the above conceptualisation in the ICH education context, I must bring in here the
cognitive dimensions of learning as well as the knowledge dimension as worked out in
the Bloom’s taxonomy discourse – see table 2.
Table 2. The Knowledge Dimension and the Cognitive Process Dimension from Blooms
taxonomy of learning (based on Anderson et.al. 2001)
The Knowledge
Dimension

The Cognitive Dimension
1.
Remember

2.
Understand

3.
Apply

4.
Analyze

5.
Evaluate

6.
Create

A. Factual
Dimension
B. Conceptual
Dimension
C. Procedural
Knowledge
D.
Meta-Cognitive
Knowledge

3

Alan Blanchard in http://faculty.csusb.edu/faculty/scarcella/siu463/Contextual%20Learning.htm (accessed 25
March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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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ing a pedagogy for ICH, one also need to keep in mind the nature of knowledge
and purpose of knowledge. I suggest vizualizing the overall terrain of a contextual
pedagogy for ICH education across the knowledge dimension and cognitive process
dimension as represented in figure 1.

The
Knowledge
Dimension

The Cognitive Process Dimension

1.
Remember
A.
Factual
Dimension
B.
Conceptual
Dimension
C.
Procedural
Knowledge
D.
Meta-Cognitive
Knowledge

2.
Understand

3.
Apply

4.
Analyze

5.
Evaluate

6.
Create

Contextual Pedagogy Mapping against
Knowledge Dimension and
Cognitive Process Dimension

Figure 1. Schematic mapping of contextual pedagogy across the knowledge dimension and
cognitive process dimension as per Bloom’s taxonomy

A contextual approach to pedagogy should aim to move the learning process from
understanding and applying stages to analysing, evaluating and ultimately to the level of
creating something. To do so, the knowledge sought needs to be of conceptual and
procedural dimension than just the factual knowledge. Over the course of engagement,
the learning may also be in the form of meta-cognitive knowledge, which is at a much
higher level.
Referring to the two diagrams above, a contextual pedagogy for ICH education may be
visualised as something as show in table 3, where specific pedagogy are listed in
relevant boxes:
Table 3. Mapping various pedagogic tools across the Knowledge Dimension and the Cognitive
Process Dimension
The
Knowledge
Dimension
A.
Factual
Dimension
B.
Conceptual
Dimension

The Cognitive Process Dimension
1.
2.
3.
Remember
Understand
Apply
1. Research &
Preliminary
Fieldwork.
Mapping
2. Analyze the 4. Infer the
field and
‘making’ and
research data ‘practicing’ of
to understand the particular
the CONTEXT element of ICH

4.
Analyze

6. Status of
ICH
continuation,
any issues
pertaining
there of

5.
Evaluate

6.
Create

9. Plan for
safeguarding
activities and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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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Procedural
Knowledge

5. Process
documentation

D.
MetaCognitive
Knowledge

3. Immersion

7. Assessing
the need and
ways of
intervention

8. Impact
assessment of
previous
interventions

10. Detail the
action plans
and articulate
the
methodology

11. Critical analysis of the
overall scenario,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in the ICH
safeguarding, and identification
of possible ways forward.

In order for the above process to be implemented in an impactful way, the curriculum
for ICH education needs to be anchored around real cases of ICH – with real places,
people and elements of ICH, and pursue real challenges as potential projects etc. This is
where the core emphasis on ‘contextual approach’ comes in. The education needs to be
anchored on at least some real contexts, and the educational engagement needs to be
pursued as something that may eventually contribute towards real problem solving
activity. However, in order to do that one needs to be cognizant of ethical concerns of
working with communities and dealing with ICH elements – as the 2003 Convention
rightly envisions as well. Hence, in my experience a contextual learning pedagogy for
ICH needs to be conceptualised as something like the figure 2.

Community

Faculty

ICH Context

ICH Frameworks,
Ethnographic Practice, Ethical
Principles,

Students

Educational Context

Figure 2. A visualization of the three key stakeholders and their action-relationship among each
other in a contextual pedagogy for ICH education

３５

WAY FORWARD
In order to facilitate a contextual pedagogy for ICH learning, the following are key steps:
a. identification of a real context where one or more ICH elements are thriving,
b. collaborative relationship with the community and other stakeholders in order to
situate the learning process within the context,
c. a creative course and activities schedule that enables meaningful engagement with the
ICH element and the communities/stakeholders,
d. an ethical process of pursuing the ICH learning activities as well as sharing of
outcomes,
e. if possible, a collaboration framework with the ICH bearer community for a
meaningful learning as well as safeguarding activities.
Once a particular module is implemented, this may trigger a series of such opportunities,
thus ensuring that the learning-safeguarding activities may continue meaningfully in
multiple contex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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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1
KANG Jeong Won
Department of Anthrop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1. This paper mainly deals with the reflection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and
education and the effectiveness of a "contextual learning" pedagogy. It was highly
helpful for me, as some of my main areas of concern are ICH policies/systems and the
relations between ICH and culture in general. I'd like to thank Prof. Chapagain for that.
2. ICH is transmitted through contextual apprenticeship, as Prof. Chapagain said. This
enables meta-cognitive knowledge in the evaluation and creation stages, as Bloom's
contextual education can be practiced. Prof. Chapagain goes further to state that
contextual education is also necessary for ICH safeguarding and professional training.
3. I cannot find any issue with Prof. Chapagain's argument about "contextual learning".
Indeed, procedural and meta-cognitive knowledge is necessary for a clear
understanding of facts and concepts, which is possible through an understanding of the
context. As the explanations in this paper are somewhat abstract, however, I would
suggest adding some specific cases. I would suggest Prof. Chapagain to provide actual
examples of systematic performance of ICH education through "contextual learning" and
the results.
4. I think this paper helps an easy understanding of the content through figures and
tables contained in the body. It was not easy to understand a few of them, however. Here
are some questions about such figures/tables, so the content can be fully understood. In
Table 3, the 11th tool is not included in the Create dimension. I am wondering why. And,
in Figure 2, Faculty is directed towards Students and Community, and Students is
directed towards Community. I can understand these relations in terms of education,
but I think that opposite directions are also necessary considering their mutual
interactions. Communities, students and faculty have interactive relations. Please
answer these two questions.
5. Contextual education can help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tatus of ICH
transmission. This may not be enough, however, for nurturing ICH
safeguarding/transmission professionals. ICH safeguarding and management
additionally requires legal, managerial, folkloristic, cultural-anthropological, and
sociological knowledge. I'd like to know the professor's opinion on this.
6. I think that ICH is being transmitted outside of modern education systems. Modern
education systems are characterized by systematic curriculum management,
achievement-based assessment, and collective learning in the classroom. In such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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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it is difficult to pursue education based on close human relationships. ICH
has been passed on through apprenticeship-focused education. I think a great challenge
here is how to combine the conventional method of ICH transmission with modern
education systems. One of the reasons behind difficulties in ICH transmission is the
dissonance with modern education systems. I'd like to hear Prof. Chapagain's input on
how to integrate ICH transmission and modern educ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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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2

Challenges in the Creation of a Higher Education
Program in ICH

Martin GENODEPA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Visayas, Philippines

Coming from a formerly colonized and currently developing country like the Philippines,
advancing cultural heritage education becomes imperative. Cultural heritage education
potentially stems the negative impact of globalization on culture. It can also dismantle
the framework of neocolonialism in formerly colonized states whose educational
systems were established by colonizers.
While these promises of what cultural heritage education can do are easily identified,
crafting a higher education degree program in cultural heritage, especially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s many ramifications.
This paper problematizes the challenges in the development and institution of a higher
education degree program i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pecifically this paper will attempt to raise and discuss issues that (may) surface in the
development and institution a higher education degree program i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light of current higher education systems, practices and processes using
primarily the context of the Philippines as a developing country.
National higher education policies, program structure and content, pedagogy as well
resources for teaching, and career prospects and employability are the areas which shall
be problematized in this discussion.
While the discussion is primarily on the context of the Philippines, the discussion can
possibly have reverberations in developing countries.

The Matter of National Government and Higher Education Policies
In 2009, Republic Act No 10066 known as the Philippine Heritage Law was passed. The
law was formally titled as “An Act Providing for the Protection and Conservation of the
National Cultural Heritage, Strengthening the National Commission for Culture and the
Arts (NCCCA) and its Affiliated Cultural Agencies and for Other Purposes.” Below are some
relevant sections of said law which could have education implications:
“Section 19. National Inventory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The appropriate
cultural agency shall closely collaborate with the UNESCO National Commission
of the Philippines in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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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hilippin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established by the
UNESCO National Commission of the Philippines shall continue to take the lead
role in implementing the provisions of the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Articles 11 to 15 of the said Convention.”
“Section 21. Indigenous Properties. - The appropriate cultural agency, in
consultation with the National Commission on Indigenous Peoples, shall establish
a program and promulgate regulations to assist indigenous people in preserving
their particular cultural and historical properties.”
“Section 39. Cultural Heritage Education Program. - Within one (1) year from the
effectivity of this Act, the Department of Education, the Technical Education and
Skills Development Authority and the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in
consultation with the Commission, shall set forth in its teaching programs
nationwide the following cultural heritage education programs with emphasis at
the provincial, city and municipal levels:
(a) Protection, conservation and pre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properties;
(b) Instructional materials in print, film and broadcast media on the cultural and
historical significance of cultural properties; and
(c) Visitation, public accessibility and information dissemination on designated
local cultural properties.”
Seven years after, another culture-related law was passed – Republic Act 10908
otherwise known as Integrated History Act of 2016 (An Act Mandating the Integration of
Filipino-Muslim and Indigenous Peoples History, Culture and Identity in Both basic and
Higher Education.) Key sections of the law state the following:
“Section 2. Integration of Filipino-Muslim and Indigenous Peoples History, Culture
and Identity Studies in Philippine History. – With the ultimate objective of creating
an inclusive history that accounts for all Filipinos, there is a need to integrate the
history, culture and identity studies of Filipino-Muslims and Indigenous People in
the grand narrative of Philippine history.”
“Section 3. Key Content. – In the formulation of the curriculum for an inclusive
and integrative study of Philippine history, including the writing, printing and
publication of textbook and other reading materials relative thereto, the agencies
concerned shall consult recognized experts on Filipino-Muslims and Indigenous
Peoples history, culture and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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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ite the provision that a year after RA 10066 takes effect the agencies with
educational mandates are to create cultural heritage programs, the process of effecting
these programs is rather very slow. It was only this April that the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CHED) issued CHED Memorandum Order (CMO) No. 2 series of 2019 titled
“Integration of Indigenous People’s (IP) Studies/Education into Relevant Higher
Education Curricula.” The memorandum was issued, however in relation to Republic Act
10908 otherwise known as Integrated History Act of 2016 (An Act Mandating the
Integration of Filipino-Muslim and Indigenous Peoples History, Culture and Identity in
Both basic and Higher Education, three years after its being in effect.
The CHED is the Philippines’ higher education agency that supervises and regulates
state/public and privat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is means that only CHEDapproved courses or programs are to be offered by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While
this memorandum is most welcome, it does not directly refer to the teach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 only an offer of an opportunity to teach it.
Two points may be raised on the matter of state and higher education policies: a) the
delay of implementing government policies specified by law in the field of cultural
education, and b) the lack of specific directives at developing ICH as a complete
program.
In the Philippine report to Periodic reporting on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ubmitted on 12 December 2014 two years after the
report due date, there was admission that no institution was conducting training in the
management of ICH.

The Matter of Structure and Content
The implementation of the CMO No. 2 means that public and privat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re to offer IP Studies/Education in their curricula through integration of
“topics, contexts, and concepts into higher education subjects such history, social
science, political science, sociology, and humanities.” The readings in the General
Education (GE) History subject should also include Indigenous Peoples and Muslims.
CMO No. 2 presents the general content of an IP Studies/Education course and offers the
possibility of teaching ICH. The crafting of the syllabi will be crucial for advocates of
safeguarding ICH through formal education. It must be noted that ICH is a cultural
concept and domain that has yet to gain ground in the Philippines. Because when people
refer to cultural heritage, built structures are often thought about along with dances and
crafts. When UP Visayas first launched its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CH, people,
including academics, were not aware of the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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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have written about the possibility of integrating ICH in the new GE courses (offering
has begun in the Academic Year (AY) 2018-2019) prescribed by CHED as well as those
developed by th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System where UP Visayas is an
autonomous unit. What the CMO No.2 is trying to do achieve with its prescription of IP
Studies/Education in higher education curricula is exactly the same idea that was
pointed out in my paper.
This practice of relegating ICH in higher education to sections of the syllabi in GE and in
major courses seems to be the common trend all over the world. In the Transmission and
Education: A Cumulative In-depth Study of Periodic Reports it was observed that ICH is
“often incorporated into university teaching and research in subject areas such as
folklore, anthropology, sociology and history. As a general remark, in the periodic
reports submitted between 2011–2014 higher educational programmes relating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frequently geared towards the practice and performanc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lements (music, dance, plastic arts etc.) and the teaching
of research and fieldwork methodology to future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professionals.”
Beyond the matter of deliberately incorporating ICH in General Education subjects or
even in major courses in programs such in the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the
development of a full program in ICH foregrounds the issue of course structure and
content as a major challenge.
The first matter to be resolved is whether the program will take a generalist perspective
with studies in the principles of cultural management and heritage conservation, which
seemed to be the current tack that heritage studies take. If there shall be innovations in
this format, what are these? Another direction is a program that offers the development
of special skills in an aspect of traditional culture – painting, architecture, landscape
architecture, weaving etc. This type of program mimics technical-vocational education
except that it is also steeped in theory. It appears that in the development of an ICH
program in higher education, the possibility of having different formats is looms.
Perhaps the matter that could really determine the program format’s potency and
strength is its ability to maximize the safeguarding of ICH through management and
capacity building, eventually ensuring the strengthening of practice and transmission of
ICH as indicated in the long-term outcomes of the Framework of the 2003 Convention.
If ever there is such a program in ICH, should it be in the undergraduate (certificate or
bachelor’s degree) or post-graduate (graduate certificate or masterate) level?
Regardless of the level, structure, format and content, issues regarding its development
shall be generally similar.
The matter of course structure, format and content raises another challenge: What
professional fields can graduates of the program go into? This question is also cru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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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academic quality assurance evaluations give premium to professional
trajectories and employability of graduates.
It is easy to enumerate several fields aside from teaching: the tourism industry,
museums, research among others. Teaching is a viable option. Teaching, of course,
perpetuates discussions of ICH even if only in the classroom. Research ensures
continuous supply of knowledge on ICH. Museums, although scarce and still
underdeveloped in some countries, support knowledge propagation, conservation and
safeguarding of ICH. But in a developing country like the Philippines, cultural tourism is
the most promising industry that graduates of programs in ICH can join because it is a
field that has been mined as a major economic resource. However, cultural tourism must
be approached with a sense of careful planning and ethical responsibility.
In the area of cultural tourism, the Philippines and Vietnam who are ASEAN members,
seem to share similarities. Bui Hoai Son, the Vice Director of the Vietnam Institute of
Culture and Arts Studies in Hanoi in an interview in Nhan Dan lamented that “[T]he
limitation in understanding and identifying cultural resources has adversely impacted
on investment in the cultural field and limited the efficiency of the revenues from the
cultural market, meaning the promotion of the image of the country to the world failed
to fulfil the nation’s potential…[M]any localities and communities want to earn benefits
from the organisation of traditional events, so they tried to satisfy the visitors’ demand
while ignoring traditional rules on the time and place for the organisation. In addition,
visitors do not care much about the values of festivals and events, but want merely to be
satisfied their curiosity.”
Unless reforms are instituted that impact positively on cultural tourism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more museums, the matter of employability of ICH degree program
graduates might be stanching the interest of potential enrollees in developing countries
like the Philippines.
Going into research might be considered risky. There is lopsidedness in the
appropriation of research funds in developing countries as most are spend on science
and technology, thinking that these have more economic and developmental returns.

The Matter of Pedagogy
Dealing with culture is a complicated endeavor. Teaching culture or about culture is
even more complicated. Teaching, research and extension service are the three functions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is especially practiced in th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System. These three functions feed into each other to mak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real centers of knowledge production. When a professor especially engages
in research that deal with culture, a form of cultural authority or power dis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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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rs – the people who are the subjects of the research, the culture bearers, are
replaced by university researchers as the authority on a given subject. The question of
who shall teach ICH courses poses a challenge therefore.
Amareswar Galla lamented in his keynote paper for the 2018 International Forum:
Unlocking the Potential of Tertiary Education for Intangible Cultural Safeguarding titled
Synergies in Safeguarding Intangible Heritage: How Best can Universities Add Value? that
collaborative learning and teaching as well as utilizing web-based platforms are not
being considered seriously. He sees that these methods of learning will “enable the
transformation of classrooms from an aggregation of individual students to a
cooperative body of learners together with carriers and transmitters of intangible
heritage with common goals and motivation for safeguarding intangible heritage.” Galla
pointed out that prior learning is not considered when cultural bearers and transmitters
join higher education. In the context of the CMO No. 2, Section 2 specifies training for IP
educators who are currently employed in private and public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but it does not consider involving IP themselves as co-teachers and learners.
Harnessing new media and technology is something that Francesca Maria Dagnino,
Michela Ott and Francesca Pozzi in their study Addressing Key Challenges i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ducation advocated to address the challenges they have identified in
ICH education namely: a) transmitted content is dependent on expert-teacher’s choice
and not clearly and formally defined, b) learning occurs in informal contexts where
apprenticeship holds sway, c) lack of sustainability and repeatability to ensure
dissemination and preservation. It must be remembered, however, that the wonderful
results that the study has yielded in how employing new media and technology have
mitigated ICH education issues are from the European context; real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such a slow internet or lack of costly technological interventions should not be
forgotten.
There is still a dearth of exclusively ICH research materials as these are usually merely
components of other research domains like traditional architecture, painting etc.
Reviewing existing cultural resource documentation and materials need to be modified
and sieved to cull out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lements embedded in these for
use in the classroom. Hence to ensure sustainability of an ICH degree program, before
any degree program is developed and instituted, teaching resources must be steadily
developed.
Yet another question arises: How aware or knowledgeable of their own culture are
university teachers who will teach ICH as a topic lodged in a subject or as subject lodged
in a degree program and eventually as a degree program? Galla also pointed out the lack
of competence among academic staff who teach and research on ICH aiming for
safeguarding. A study by Savita Srivastava (2015) among Indian university teachers
showed in the matter of national symbol, literature, history and religion, performing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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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visual arts, Indian university teachers exhibited good level of awareness of their
culture. While the study may not be directly related to ICH teaching and research,
teachers are, directly or indirectly, transmitters of values of all kinds. The study could be
adopted to determine whether the same results could be obtained from university
teachers from other national contexts.

Conclusion
While developing a higher education program in ICH is a goal worth pursuing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hallenges cannot be avoided: a) slow conversion and implementation
of national laws into educational reforms and policies that support ICH, b) the
indefiniteness of the kind of structure, format and content that an ICH higher education
program will take, c) the lack of teaching competencies and resources in the teaching of
ICH. Employability of graduates from developing countries is one aspect that might be
factored in when instituting a degree program in ICH in higher education.

Recommendation
It must be remembered that the goal of having a higher education program in ICH is to
safeguard it as outlined in the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goal of an ICH program in post-secondary education should be
about developing a framework that ensures the continued practice of ICH by examining
its historical, social, economic, artistic, and group identity value to the local and perhaps
international communities. The domains of ICH: Oral traditions and expressions,
Performing arts; Social practices, rituals and festive events; 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 and Traditional craftsmanship can be developed to
become the major fields of study. Courses in History, Political Science, Sociology, Plastic
arts, Performing arts and related courses that are often vehicles of teaching ICH become
the supportive areas of study.

４９

References
CHED Memorandum Order (CMO) No 2 Series of 2019. Retrieved from
https://ched.gov.ph/wp-content/uploads/CMO-No.-02-Integration-of-Indigenous
peoples-studies-into-the-relevant-Higher-Education-Curricula.pdf
Bui Hoai Son. 2015. Identification for Exploitation of Cultural Resources (interview
published in Nhan Dan Online). Retrieved from
http://en.nhandan.com.vn/culture/lifestyle/item/4910802-associate-professor-drhoai-son-identification-for-exploitation-of-cultural-resources.html
Dagnino, Francesca et al.2015. Addresing Key Challenges i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ducation. Retrieved
frhttps://pdfs.semansticsschoalr.org/76c8/71cd97a97fec7a9af0981
F0998fcc4c9873db0ffd.pdf
Galla, Amareswar. 2018. Synergies in Safeguarding Intangible Heritage: How Best can
Universities Add Value? (Keynote Speech at the2018 International Forum:
Unlocking the Potential of Tertiary Education for Intangible Cultural
Safeguarding, 7July).
Republic Act 10066. Retrieved from https://www.lawphil.net/statutes
Republic Act 10908. Retrieved from www.officialgazette.gov.ph/2016/07/21/republic
act-no-10908
Srivastava, Savita. (2015) A Study of Awareness of Cultural Heritage among the Teachers
at University Level. Retrieved from
http://www.hrpub.org/download/20150510/UJER5-19503306.pdf
UNESCO. Draft overall results framework for the 2003 Convention Retrieved from
https://ich.unesco.org/doc/src/Draft_overall_results_framework-EN.pdf
UNESCO. Periodic reporting on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trieved from https://ich.unesco.org/en/state/philippinesPH?info=periodic-reporting)
UNESCO. Transmission and Education: A cumulative In-depth Study of Periodic
Reports. Retrieved from https://ich.unesco.org/en/focus-on-transmission-and
education-201500875

５０

Discussion 2
YAU Wai Yu
The University of Hong Kong

Genodepa’s paper “Challenges in the Creation of a Higher Education Programme ICH”
has constructively discussed, analysed and summarized the challenges in six dimensions
namely higher education policies, programme structure and content, pedagogies,
resources for teaching, career prospects and employability for developing an ICH
Programme in a Higher Education Institute. Despite the fact that the paper is written
based on the context of the Philippines, Hong Kong shares similar experiences and
challenges he identified. The questions he raised in the conclusion of the paper worth
the global ICH education academia to further discuss and explore.
In response to Genodepa’s paper, this discussion paper aims to further reveal challenges
based on Hong Kong’s context in developing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related
lifelong learning education programme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It would
supplement to reflect the diversity of practical issues and challenges in developing and
promoting ICH education at the higher education level.
-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of a new ICH education programme
It is not uncommon to hear that some highly specialized education programme or
academic departments in higher education institutes were phased out or closed due to
inadequate enrollments despite the subject having its own academic values. The
emergence of a new education programme usually reflects the realistic needs of
academic or professional training in society. Market analysis of the related industry or
field, as well as the competitiveness and 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programme, is
always a crucial part in the process of new programme development.
Safeguarding of ICH in Hong Kong is directly driven by China’s ratification of the 2003
Convention. Although ICH is often utilized for tourism, awareness of safeguarding ICH is
yet to be established in universities and among the general public in Hong Kong. Even
bearers of ICH do not understand or recognize the significance of ICH in society.
Therefore having an education programme entirely focus on safeguarding of ICH is
challenged to be realized at the moment. In a market-driven society like Hong Kong,
ensuring the long term sustainability of new education programmes that have limited
career prospects is a real challenge.
Efforts have been made by the government to advocate the relevancy of ICH to cultu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lose connections, networks, and capacity building for
institutes and ICH communities to join forces in order to raise awareness in the society
and facilitate baseline research on the needs of training and education is fundamental
for underpinning the success of any ICH education program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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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olidation of knowledge across the diversity of disciplines for outcomesbased teaching and learning
Outcomes-based teaching and learning (OBTL) approach are adopted by most of the
higher education institutes in Hong Kong which is a student-centered approach that
teaching and learning is design to deliver measurable and achievable outcomes by
students.
As the significance of ICH is decided by communities,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ICH
need to place communities’ engagement and involvement at the centre of safeguarding.
The pedagogies should also be carefully arranged in a way to combine ICH theories,
knowledge and various social engagement soft skills with those of 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s the two should not be segregated. Work
together with ICH bearers to understand the full spectrum of ICH community and
identify current human resources needs, common skills, knowledge gaps, and potential
progression path for graduates is essential to help academia to integrate and restructure
them for OBTL programmes including curriculum and achievable outcomes.
Collaborative efforts from both academic and practitioner are needed so that any
training and education programme could fulfill all needs.
The diversity of ICH and their various forms of safeguarding by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poses a great challenge in the programme development process. The
huge spectrum of disciplines makes it different to identify the position and role of ICH
programme graduates. How ICH and ICH programme graduates contribute to both the
ICH safeguarding workforce and in the society such as building social capitals and
community resilience requires further advocacy from the local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bodies in the wider sustainable development context.
- Social stigma for ICH bearers to teach in higher institutes
Qualification Framework (QF) is a common legal system for continuous quality
assurance of qualification in the academic, vocational and professional field.
Qualifications recognized under the QF are quality assured and level-rated in accordance
with objective and well-defined standards. Quality and appointment criteria of teachers
are one of the key quality control factors in the Hong Kong QF system that instructors
must obtain an academic qualification equivalent to or above of the QF level of their
teaching programme. However, many of the ICH bearers who enquire their knowledge
and skills throughout practical training over the years do not have such academic
qualifications. Recognition of their prior rich knowledge, capability and professionalism
is not yet established in Hong Kong’s QF system. This social stigma for ICH masters does
not only greatly affect the delivery of ICH education programmes as interactions with
students and formal academic programme are limited, but it also limited the
empowerment of these ICH bearers to disseminate their expertise at the higher
education level. This gap between the expertise in ICH safeguarding and QF in the
education system is yet to be over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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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ual accessibility to ICH knowledge
Many of the ICH has its code of conduct in its form of transmission, gender is found to be
one of the key factors and often a barrier for research as well as teaching and learning of
ICH. In many cases, women are forbidden to be involved in the safeguarding process
according to cultural traditions. While there is a notion that there should be equality of
opportunity in education, these cultural traditions limited women’s accessibility to ICH
safeguarding knowledge and activities. While cultural traditions are fully respected, this
poses a significant challenge in developing and designing an education programme as
experiential learning activities and learning-by-doing mode of education would be
concentrated to those ICH open to all genders and may perhaps hinder the safeguarding
of other ICH.
- Conclusion
The aforementioned discussion revealed a different set of challenges for developing an
ICH Programme in a Higher Education Institute. ICH is highly specific to its associated
geo-cultural factors, socio-economic and political context, and thus the ICH education
programme would be unique in each region. Yet it is foreseeable that there are some
common basic knowledge and soft skills required for safeguarding ICH and these would
need collaborations between academia and ICH community to conduct further research
and eventually develop curricula that form the basic foundation of any ICH programme.
Together with Genodepa’s paper, these two papers would possibly shed light on the way
forward for developing ICH education programmes at higher education institutes in the
Asia Pacific region.
-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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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ies add Value?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Forum on Unlock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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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 (n.d.). Overall results framework for the 2003 Convention. Retrieved Ma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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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3
LIM Seung-Bum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re, Republic of Korea
I thank Professor Fujieda for her presentation. I would like to briefly introduce
Korea's 'Support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llege Education for Transmission'
case in order to meet the discussion of the Japanese university's efforts protect and
disseminate such efforts by teaching intangible heritage.
To briefly introduce myself, I am a senior curator at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and in-charge of ICH education for transmitters and the general
public at th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In addition, I am giving lectures on
intangible heritage study and Korean folklore to college students at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Based on my practical experience, I will introduce the case of Korea. As I do not know
the details of the Japanese case yet, I respectfully ask you to understand Korea’s case
unilaterally onto the discussion paper.
Article 30 of Act on the Safeguarding and Promo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nacted in 2015, allows the Administrator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o
select domestic universities that can carry out full education for transmission of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particular,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which was founded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s directly
stipulated in the law, so the school’s priority is to provide opportunities of transmission.
In case of Korea, the government recognizes the holders or groups of intangible
heritage and grants the duty and right to train their successors (called Certified Trainee)
in order to safeguard th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students raised
through these holders (or groups) are government-recognized trainees and, recently,
the government has begun to support them in improving their environment of
succession. For example, Residence Program for the Certified Trainees is an educational
program to enhance the trainee’s ability to teach intangible heritage.
The intangible heritage transmission education, which previously given only to the
holders and their organizations, contributed greatly to the its viability. Nevertheless, the
limitations of apprenticeship education had a disadvantage in expanding the number of
students. To complement such issu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llege Education for
Transmission’ system has been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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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ly,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has been selected as a
training school for the past three years since 2017, and the corresponding intangible
heritage domains are Weaving of Hansan Mosi (No. 14) with 22 students, Danchengjang,
Dancheng Painting (No. 48) with 25 students, Sagijang (No. 105) with 11 students, and
Mokjogakjang, Wood Sculpture (No. 108) with 23 students. There are 81 students in
total. In 2018, the Department of Wood and Paper Science at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was additionally selected as the school for Hanjijang, Korean Paper Making
(No. 117), offering its second year of education to five students.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has secured and provided about 400 million won a year to support these
schools.
Students who have completed the three-year course will be eligible to apply for th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ainee examination conducted by th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and if they pass, they become Certified Trainee (In Korea,
culture and arts educator certification is issued for Certified Trainees, giving them
additional qualifications to work as after-school teachers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Since it has been three years when the program was launched, and students will be
eligible for the examination from next year, following the outcome of this program, we
expect that the education for transmission in Korea will be more active within the public
education system in parallel with the apprenticeship education.
In the future, we hope that such education on intangible heritage will become a
foundation f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to jointly protect and hand down intangible
heritage between their countries and humans, and that this debate will serve as a
ground for the development of intangible heritage education.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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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4

Current Status for Multilevel Pedagogy for ICH
Education and its Safeguarding: Focused on Cases in
Korea
SHIN Suk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Republic of Korea

Ⅰ. Introduction
Since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was initiated in 1946 to promote world peace and development based on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there have been continuous efforts to safeguard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However, it is undeniable that 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ch includes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received greater emphasis than intangible
heritage.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dopted in
2003 in Paris ("2003 Convention" hereinafter) is regarded as a milestone that changed
the historical perception and marked a turning point.1
The 2003 Convention gained full support from those regions, such as Asia, Africa and
South America, whos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hereinafter) was threatened by
industrialization and wars. Korea became the 11th member of the 2003 Convention in
2005. The 2003 Convention started in earnest in 2006 with the number of member
states increasing to 30. Korea institutionalized the safeguarding of ICH in 1962 by
including relevant provisions i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n December 1964,
the government began to designate elements of important cultural heritage, and in
February 1971, it started to recognize holders of designated elements as a more
practical means for ICH safeguarding. In 1983, the government established a state-led
training system for ICH transmission by amending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Then,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Charter on Cultural Heritage (8 December 1997)
and revised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29 January 1999), solidifying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ICH safeguarding. In the 2000s, the policy direction was
maintained, but there was a growing demand for change and development.2 The
government played an active role in improving ICH-related policies, and various studies
and researches were undertaken, which led to the revision of the Act on the
http://heritage.unesco.co.kr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Seok Dae-gwon “The Foundation and Operation Histpry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olcies of Korea”,
Traditional Performing Arts, 4(2015), pp. 7-3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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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guarding and Promo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2015. 3 The revision
included changes in the definition of ICH, institutional ideas, the principle of
preservation of original form, and designation criteria, as well as some enhancements in
transmission and promotion systems.
The efforts for the understanding and safeguarding of ICH can be further spread and
supported by more people through education. The Asia-Pacific Higher Education
Network for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PHEN-ICH) also started with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education. The theme of this year's seminar is "ICH
Pedagogy in Higher Education: Status and Challenges". This paper will introduce some of
the relevant cases in Korea. Education of ICH can involve a wide variety of operators and
areas, such as universities, government agencies, museums and art galleries. This paper
specifically describes education at public education institutions, except for university
degree programs, and for traditional craftsmanship among other fields of ICH. It
presents a closer look at the current status of ICH education in Korea, which involves
various actors from successors of traditional craft skills to those working in various
fields of ICH and the general public.

Ⅱ. Body
1. Definition and Percep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n Korea defines ICH as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ch has been passed on throughout many generations. From its 1962
enactment to 2015, the Act referred to ICH as intangible cultural objects, including
drama, music, dance and craftsmanship, which were of outstanding historic or artistic
value. The 2015 Act on the Safeguarding and Promo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urther expanded the definition to include traditional performing arts and arts;
traditional skills concerning crafts, art, etc.; traditional knowledge concerning Korean
medicine, agriculture, fishery, etc.; oral traditions and expressions; traditional ways of
life concerning food, cloth, shelter, etc.; social rituals such as folk religion; and,
traditional games, festivals, and practical and martial arts. 4
Meanwhile, the 2003 Convention defines ICH as the practices, representations,
expressions, knowledge, and skills - as well as the instruments, objects, artifacts and
cultural spaces associated therewith - that communities, groups and, in some cases,
individuals recognize as part of their cultural heritage.5 The 2003 Convention also states
that ICH is manifested in the following domains: oral traditions and expressions,
including language as a vehicle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erforming arts; social
“Act on the Safeguarding and Promo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ttp://www.law.go.kr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4 “Act on the Safeguarding and Promo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13248 Enacted on 27 March
2015):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Chapter 1 Article 2-2.
5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7 October 2003) Article 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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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s, rituals and festive events; 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 and, traditional craftsmanship.
All the statements above have a similar context overall with specific mentions of
traditional craftsmanship. While traditional craftsmanship was designated as ICH in the
early stage of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in Korea, other items (traditional knowledge
concerning Korean medicine, agriculture, fishery, etc.; oral traditions and expressions;
and, traditional ways of life concerning food, cloth, shelter, etc.) were added later to the
definition by reflecting changes in the perception. In addition, the basic principle of
preservation of original form was replaced with the preservation of archetype, and the
promotion and utilization of ICH is being emphasized along with the preservation.
Korea has also adopted legal schemes on ICH education, which include those that aim
to identify and transmit traditional culture through the safeguarding, promotion and
education of national ICH and that allow for the parallel operation of apprenticeship
training and university education for transmission. Changes were also reflected in
Article 12 of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that requires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to endeavor to include education or lectures about ICH when commencing
culture courses.
2. Education Institutions and the Operation Status
There are educational institutions that are operated under the central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Before taking a close look at the operation status, let's go
through the chronological order and brief introduction of those institutions. In 1980, the
Korea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ssociation was established, a foundation aimed to
preserve and promote Korean culture. It was later renamed to its current name, the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In 1981, Korea House was opened to introduce
traditional lifestyles and culture. In 1982, th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aining Center began operation. In 1995, the Korea Traditional Crafts and Architecture
School was founded to offer education courses on traditional crafts and architecture. In
2003, Korea Culture House was officially opened to enhance systematic education
functions.
And, there is the Education Center for Traditional Culture that belongs to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under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he
center was established to help experts, including related government officials, build
their capacity, support existing holders of technical and artistic skills, identify potential
experts through systematic process, and provide theoretical and experience-based
education to help the public better appreciate cultural heritage. The center was opened
as the Training Center for Traditional Culture in 2008 and renamed to its current name
in 2012.
In 2013, th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under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was launched, which was officially opened in 2014. The center leads
domestic effort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2003 Convention and the management of
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he center is fitted with various 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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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s for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ICH. It plays a pivotal role in
the safeguarding, dissemination, transmission, promotion and utilization of heritage.
The center develops exhibitions and performances, while offering online services
through its exclusive ICH meta data and document archive system. It also operates
various ICH education programs for both experts and the public.
(1) Korea Culture House
The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established the Korea Culture House with
the intent to enhance educational functions. The main activities of the Korea Culture
House are the demonstration of traditional performing arts and the operation of crafts
and architecture education and cultural heritage education.6 The Korea Traditional
Crafts and Architecture School provides practical education for 15 subjects related to
crafts and architecture. The subjects include textile craft (sewing, knotting, traditional
embroidery, embroidered wrapping cloth, quilting with colored thread); wooden craft
(minor carpentry, engraving, traditional doors and windows, small dining tables); metal
craft (wire inlay, ornamental fittings); lacquer craft (lacquerware, lacquerware inlaid
with mother-of-pearl); traditional painting (decorative coloring on wooden structures);
and, traditional architecture (major carpentry). The curriculums are very systematic,
consisting of basic courses (freshmen / 3 hours a week), research courses (sophomores),
and expert courses (seniors).
The education on cultural heritage involves education programs for youth and
teachers. The youth program offers hands-on experience with traditional handicrafts,
such as gilding and minor carpentry. The training program for kindergarten, elementary,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teachers delivers methodologies and pedagogies for
cultural heritage education, as well as traditional craft experience. In addition, there are
support programs for learning communities, which are aimed to promote cultural
heritage education at schools and help capacity building. Such programs include support
for field visits, research activities and hands-on experiences, as well as training courses
for cultural heritage education experts.
The Korea Culture House is playing a supplementary role for public education at
schools through its multi-dimensional programs that feature ICH experience for youth,
teacher training, cultural heritage education expert training, and support for cultural
heritage education in communities. It is also contributing to the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of ICH through its education courses for the public and potential experts.
(2) Training Centers
Training centers have been established and operated jointly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nd local governments, which first started in 1973, to provide a space
for the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of Korea's ICH. The ICH transmission system in
Korea is sustained by 'certified trainees', 'assistant instructors for successor training',
and 'holders', who are generally referred to as 'successors'. Training centers are created
6

https://www.kous.or.kr “Korea Cultur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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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upport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system. Training centers were originally
formed for successors with the aim of transmitting national and city/provincial ICH, but
they were later opened to the public, so the public can learn and experience ICH and
enjoy performances and exhibitions. 7
Th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aining Center was founded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for the transmission of national ICH, which is currently
managed by the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The center supports transmission
activities of individuals and groups with technical and artistic skills for national ICH, and
offers residencies for ICH holders to support their training and education activities. It
also serves as a space where people can experience and enjoy traditional performances,
exhibitions and activities. The center is currently home to eight groups with artistic
skills and 12 studios with technical skills. The technical skills related to craftsmanship
include horsehair hat making, knotting, carving, musical instruments, arrows and bows,
wire inlay, embroidery, sewing, small dining tables, engraving, and ox horn inlay. The
crafting process and finished artworks of the skill holders are put on display for the
public.
ICH training centers across the country support activities of ICH successors. There
are 152 training centers nationwide (as of 31 December 2018), which provide
residencies for ICH elements designated at national and city/provincial levels. These
training centers offer successor training, operate ICH schools, and conduct experiencebased education, performance and exhibition programs.
(3) Education Center for Traditional Culture
The Education Center for Traditional Culture is aimed at systematic education of
experts on the repair and restoration of cultural heritage and improving expertise of
those engaging in cultural heritage repair and maintenance.8 The center's programs are
geared towards both education and retraining of technicians and skill holders, now that
formal education provides few learning opportunities. The education program for
cultural heritage repair technicians provides a long-term curriculum, consisting of basic,
advanced and on-the-job courses. Basic courses that teach traditional techniques are
opened for subjects, including lacquerware, minor carpentry (doors and windows),
decorative coloring on wooden structures, mounting artworks onto scrolls, plating,
metal objects (ornamental fittings, forges), and copying. Advanced courses that are
aimed to refine advanced skills and cultural heritage repair capabilities are available for
subjects including lacquerware, minor carpentry (doors and windows), decorative
coloring on wooden structures, mounting artworks onto scrolls (conservation), metal
objects (ornamental fittings, forges), copying (Buddhist paintings), and conservation
Lee Sang-hui, Jeon Chil-su, “Study on Space Improvement for Cultural Convergence at Local Training
Centers”, Korea Convergence Journal, 8-11(2017), pp. 299-306; Kim Ji-hui, Lee Yeong-hak, “Study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ocumentation and Training Centers”, Archivology Research, 56(2018), pp.
147-182.
8 https://nuch.ac,kr/ectc, “Education Center for Traditional Cultur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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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 On-the-job courses are offered for elements that are difficult to teach in the
classroom. Such elements include masonry (processing, stacking), stone carving,
plastering, traditional tile roofing, major carpentry, corrective repair of structures, and
underfloor heating.
Basic courses teach technical skills related to traditional techniques, tools and
materials. Advanced courses allow trainees to further enhance their skills, while also
offering practice sessions on cultural heritage repair. Advanced courses are designed for
elements that require advanced skill training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element. Elements that require further classification are separately operated. While the
technician education program has similarities to other ICH training programs, it is
different in that it has cultural heritage repair functions.
In addition, the center provides a short-term education program, which consists of
vocational, expert, community and international courses. Vocational courses offer
training to officials and employees working in the fields of traditional culture and
cultural heritage. Expert courses aim to improve expertise of cultural heritage
specialists and workers as well as those certified for cultural heritage repair. Community
courses target specific members of society, such as multicultural families, where they
can learn about traditional culture and cultural heritage through classes and practices.
International courses are available for foreigners. The subjects covered in the program
include cultural heritage maintenance, conservation principles, and utilization planning,
as well as buried cultural properties, architectural assets, records, natural heritage, and
natural monuments. While there is an introductory course to ICH, most of the courses
are related to tangible heritage, such as movable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The
center also operates online courses to help people easily access and understand cultural
heritage.
(4)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Th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NIHC) plays the pivotal role in Korea's ICH
policies and operates a variety of education programs. NIHC intends to improve
expertise of ICH successors and allow the general public to better enjoy ICH, while also
making efforts to promote education for successors and the public. NIHC's education
programs are divided into expert and community education programs, which have
respective purposes and courses.9
The expert education program is a systematic training curriculum aimed to foster ICH
successors. The program offers education courses customized for different levels of
successors with technical and artistic skills, as well as capacity building courses for
training instructors. The program has 11 courses for ICH holders, assistant training
instructors, certified trainees, successors and operators. These courses include: an
introductory course for certified trainees, introductory (basic) and practical (advanced)
courses for practitioners of traditional performances and arts, a workshop to promote
creativity in traditional crafts, a research course in traditional crafts with support for
9

https://www.nihc.go.kr, “National Intagible Cultural Heritag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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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s and residencies, a research course for traditional craft restoration, and capacity
building courses (I·II) for training instructors.
The community education program offers seven courses: experience-based ICH
education, career exploration course for youth, university-linked education, Saturday
workshop on traditional crafts, public workshop on traditional crafts, education for the
public on musical performances, and experience of folk plays and seasonal customs.
Besides, NIHC carries out joint programs with ICH training centers nationwide. They
work together to build a comprehensive cooperation network centered around training
centers and develop joint programs that utilize cultural spaces in local communities. To
enhance effectiveness of its activities, NIHC conducts studies, issues research papers and
develops education contents, making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ICH education.

Ⅲ. Conclusion
Koreans have always placed great value on traditional culture. With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ICH, Korea introduced ICH safeguarding systems as early as in the
1960s. Going through rapid industrialization which necessitated urgent protection of
endangered traditional ICH, Korea strengthened related systems for state-led
safeguarding and transmission. In the 2000s, Korea's ICH gained greater attention with
some elements inscribed on UNESCO's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which led to more vibrant research, institutional improvements
and education. The 2003 Convention also contributed to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ICH and related systems.
Generally, ICH was introduced to the public through experience-based education
which involved basic understating, expression and appreciation of ICH. Until the 1990s,
people could experience traditional lifestyles and culture at limited places, such as the
Korea House operated by the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Today, however,
there are 152 ICH training centers across the country, which provide greater
accessibility. In 1995, the Korea Traditional Crafts and Architecture School was
established to provide basic and advanced levels of education. The Korea Culture House,
which was opened in 2003, operates various curriculums to meet the different needs of
students, adults, teachers and specialized instructors. Now there are various educational
opportunities not just for successors of traditional craft skills but for the public.
In 2008, the Education Center for Traditional Culture was created to respond to the
increasing demand for more specialized education and various educational
opportunities.10 The center makes continuous efforts to identify and train experts and to
The Education Center for Traditional Culture belongs to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The university was opened in 2000 after the ordinance on its establishment was adopted in
1996. It is a special-purpose national university under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which aims to
nurture experts for the transmission of traditional culture and the safeguarding,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The establishment of the university, which specializes in the eductation of
traditional culture and cultural heritage, holds significance as it reflected changes that started in the 2000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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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er in-class and experiential education for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public, so they
can better understand and appreciate cultural heritage.
The launch of 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which was
established in July 2011 as a UNESCO C2 center, and th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which was opened in 2013, marked an important milestone. The centers play the
key roles in the administration of ICH in Korea, as well as exchanges and networking
with global counterparts. They also provide a variety of programs and support for
expert and community education.
While many Koreans recognize that ICH is important, it is analyzed that their
practical levels of interest, awareness and experience are relatively low.11 People believe
that the transmission of traditions is critical, but at the same time, they feel that ICH has
little to do with themselves. This poses a challenge that needs to be addressed in the
methods of education for the public. Up until the mid-2000s, Korea had implemented
cultural heritage safeguarding systems led by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just had to
follow state policies. Now efforts should be made to allow individuals, groups and
communities to serve as the main actors of ICH.
ICH should be alive in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which is critical in the proper
transmission of ICH. The same is true in the field of craftsmanship. People can
experience crafts, but it should not end there. They should be encouraged for further
enjoyment of related cultural items and become consumers of craftworks. This will
enable sustainable, independent development. Such an expanded experience of craft
skills and works will give people a fresh perspective of tangible heritage displayed at
museums and galleries. Since the 2000s, there has been vibrant education that
integrates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12
The focus is being expanded from tangible heritage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to
include intangible heritage with the recognition of the diversity and equality of cultural
heritage. The value of tangible heritage can be maintained intact only when it embraces
intangible heritage. 13 Instead of separating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and
material and nonmaterial culture, we should ask how they are interconnected, how they
contribute to others, and how they can be remembered. It is hoped that the various
ongoing efforts in education continue to evolve.

The installation of the Departmen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tudies in 2017 is regarded as an active
response to the current of times. While most university departments focus on tangible heritage,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expects to contribute to the research and expert training in the
field of ICH.
11 O Jeong-sim, “Empirical Analysis of User Perception for the Promo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Korea Contents Association Journal, 15-9 (2015), pp. 29-36.
12 Hong Ae-ryeong, “Exploring Potentials of Culture and Art Education Utilizing Cultural Heritage”, Dance
History Archivology, 32 (2014), pp. 257-274.
13 Dawson Munjeri,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from difference to convergence”, Museum
International vol. 56, no. 1-2 (2004), pp.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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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4
Soledad Natalia DALISAY
Department of Anthropology,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Diliman

I found the paper very informative in terms of providing a brief but thorough
introduction on four heritage education institutions. The paper has shown that Koreans
take their cultural heritage seriously by actually taking steps to safeguard and promote
their heritage through various educational strategies. I also saw the wisdom in the
educational strategy of not only educating the general public on traditional knowledge
and crafts but also ensuring the continuing education of the experts and knowledge
bearers themselves to ensure the promotion and safeguarding of ICH.
While the first pages of the paper were factual and informative, the conclusions
revealed more of the author’s affects and concerns about the future of ICH in Korea. I
felt the author’s lament on the lack of interest in ICH in spite of efforts to generate
interest especially among the youth. As the bearers of ICH are getting old, the
transmission of ICH to the succeeding generations becomes a serious concern. Yet if
there is a lack of interest, then the future of ICH is in peril. Modernity seems to have
enamored the youth with its novelty and ease of use. Traditional crafts and ways of
doing things have to be made relevant in the everyday lives of the youth for them to be
interested in these things. Perhaps, for many of the youth such traditions were not part
of their lives when they were growing up. Hence, efforts to generate interest among
them are even more challenging.
I agree with the author as well on two other points in the conclusion. First, that ICH is
not just for museums. As she wrote “…(ICH) should be alive in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Again, this resonates the need to make ICH relevant in peoples’ everyday lives,
not just the youth. Experiencing domains of ICH in homes and in communities are vital.
Thus, education on doing and living ICH has to go beyond the usual pathways of formal
education. Community participation in the promotion of ICH is essential.
Second, that the tangible and intangible dimensions of culture are in fact intertwined.
Intangible heritage takes form and function through tangible heritage. Also, the
narratives and stories that make tangible heritage meaningful in the lives of people are
part of intangible heritage. The tangible aspects of culture can serve as vital mnemonic
devices of the intangible. These help people remember and continue to live out their
heritage.
Such insights are valuable especially in safeguarding ICH. It would be good for the
author to also share specific cases on how the various education institutions mentioned
in the paper dealt with such issues, if there were any. I suppose educational institutions
also have research and extension activities aside from education. I believe that research
and extension activities could, to some extent, help resolve these issues. Partnerships
with both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could be forged to bring back interest
in ICH. A champion in the legislative body of the Korean government could provid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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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essary push for ICH. While some have already been mentioned in the paper, there
could be more that the government could do for ICH. For instance, government
recognition and grants for the ICH bearers could be institutionalized. Private funds
would be valuable in financing ICH promotion activities in communities and among the
youth. These are initial thoughts and many other ideas may come up with further
discussion with stak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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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003협약 종합성과평가체계

표1. 간략지표에 따른 평가체계

무형유산은 해당 유산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공동체, 단체 및 개인이 보호하며, 이를 통해 평화적이고 통합된 사회에서
영향
장기성
과
중기성

인류의 복지와 존엄, 창의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무형유산의 지속적인 실행과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무형유산의 다양성 존중
전승 보장
인식과 이해, 그 보호를 보장
다양한 공동체, 단체 및 개인과 여타 이해당사자 간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관계 구축

과
단기성

다양한 공동체, 단체 및 개인의 의한 무형유산 세부 종목의 보호 조치 또는 계획의 역동적인 개발과 실행
무형유산 전반에 대한 보호 지원을 위한 역량 향상

과

무형유산 세부 종목에 대한 보호 조치 또는 계획 실행을 위한 역량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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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무형유산 교육을 위한 다층적 교육법 모색

닐 까말 샤파가인, 아메다바드 대학교
본 논문은 남아시아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했던 나의 연구 작업의 두 가지 측면에
바탕을 두고 있다. ⅰ) 지난 5년 동안 무형문화유산을 핵심 개념으로 하는 통합적 문화유
산관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나의 경험, ⅱ) 전반적으로는 교육 개념에 대한
재고와 구체적으로는 유산 분야의 전문교육 개선에 대한 개인적 관심이다.
위의 두 가지 측면은 내가 남아시아 맥락의 종합적 유산 계획에 참여하며 겪은 것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적어도 남아시아 맥락의 무형문화유산 교육법에 대한 성찰
이라 할 수 있다. 이글에서 나는 두 가지 단계의 무형문화유산 교육에 적용될 수 있는 실
현가능한 교육법으로서 ‘맥락학습’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는 무형문화유산보호 전
문가 양성이며 두 번째는 초등(어린이)교육은 물론 전문교육과정에 교육 자료로서 무형
문화유산을 통합하는 것이다.
1. 서론

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다른 지역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문화적 배경이 매우 다양하고
풍부하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주류 교육시스템은 이러한 풍부한 문화적 배경과 오늘날의
무형유산에 대한 요구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역내 다양한 계획과 역량
강화프로그램 시행의 도화선이 되었던 2003 무형문화유산협약의 공포 이후에도 무형유산
의 잠재성은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 나는 학술프로그램의 관점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주류 유산 실습에서 무형문화유산을 유리시키지 않고 무형문화유산을 유산
실습의 핵심적 구성요소로 촉진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는 두 가
지 단계에서 진지한 개입을 필요로 한다. 첫째, 무형문화유산 자원을 기록, 평가 및 인정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모든 단계, 즉 문화유산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 일반 교육 단계 모
두에서 행하고 있는 교육과 실습에 이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내가 이 글에
서 ‘맥락학습’ 교육법이 얼마나 유용한 전략이며 어떻게 이 접근법을 채택할 수 있을지
살펴보려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내 생각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나는 우선 무형문화유
산과 교육의 관계에 대해 논하고, 그 다음 교육법으로서 맥락학습을 검토할 것이다.
2. 무형문화유산과 다양한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2003 무형문화유산협약이 공포되면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활동이 급증했
다. 어떤 회원국이 여러 무형문화유산 목록(협약의 체제에 따라)에 이름을 올렸건 그렇지
않건 간에 무형문화유산의 핵심 개념은 전문교육은 물론 일반교육과 여전히 관련되어 있
다. 오늘날 국제적 담론에서 이들 문제들은 UN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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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계획에 잘 드러나 있다. 유네스코에서 펴
낸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무형문화유산 학습’(edited by Janet Pillai, 2015)에는 ESD를
“미래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어내기 위해 현재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과 관련된 교육”
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ESD는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배울 것인가를 다시 생각”함
으로써 “기존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가능성에 방향성을 맞추는” 것이라고 하였다(p.17). 나
아가 이 과정은 “학습자들이 비판적으로 예측하고 생각하며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문제들
을 해결하기 위해 준비해야하는 가치, 기술, 태도 그리고 행위의 형성을 포함하는 것이라
고 하였다(p.17). 교육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 단계들이 블룸(Bloom)이 수립한 학습체계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블룸의 학습체계는 학습의 ‘암기, 이해, 적용, 분석, 평가
그리고 창조’의 다양한 단계들을 개념화한 것이다 (Anderson 외, 2001). 지속가능한 발전
을 위한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닌 좀 더 고차원적인 학습단
계를 목표로 한다. 방점은 비판적 이해와 사고에 있다. 나아가 그러한 이해와 사고를 문
제해결에 적용하는 것이다. 만약 이 두 가지 측면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무형문화유산
을 더 나은 이해를 돕는 조력자로서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을 돕는 조력자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 우리 교육체계의 여러 단계와 관련된 과제들에 대해 상술하겠다.
2.1. 초등교육단계에서 무형문화유산

초등교육단계에서는 어린이가 세계에 대해 배우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부모나 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식습득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전통교육은 어린이가 이해하고 내재화
할 객관적 지식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블룸의 분류체계에서
낮은 단계인 암기와 이해의 학습단계를 넘어서지 못한다. 만약 대부분의 학습 단계가 어
린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매우 개인적인 환경에서 시작해서 점차 사회와 더 넓
은 주변 환경으로 확대)과의 관련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자신을 둘러싼 환경 또는 세계를
이해하려는 어린이의 학습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 어린이는 점차 지
식의 결과물로서 세계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문제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해의
단계는 이어지는 다음 단계의 어린이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다음 단계 교육에서 어린이
는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의 논의 속에서 세계를 탐구하는 일에 어린이를 어떻게 참여시킬 지가 힘든 과제가 될
지도 모른다. 모든 문화적 맥락은 세계를 이해하는 나름의 방식들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실제 세상의 다양한 층위를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는 구조와 지식체계를 고안해왔다. 다
른 한편 근대 과학 지식은 어린아이들이 성장한 사회적 맥락과는 상관없이 배워야 하는
객관적인 과학 원리들을 통해 동일한 세계를 이해시키는 데에 몰두한다. 나는 이 단계가
어린이 학습에 기회이기도 하지만 이 단계의 두 가지 측면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난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무형문화유산 분야의 핵심부분을 이루고 있는 토착적 혹은 전통적 지식에 대한 연구는
어떤 문화적 맥락에서건 토착적 지식과 지식체계는 그 사회의 맥락 속에서 일반 대중들
에 대한 이해와 소통방식을 찾고 세계의 현상을 밝혀냄으로써 세대를 거치면서 진화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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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가정을 뒷받침한다. 이 연구들은 과거 수 세기동안 발전해온 철저한 과학적 과정에
따라 얻어진 과학 지식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세계를 이해하는 이 두 가지 방식
을 모두 활용한다면 우리의 교육과 실천에는 기회가 되리라 나는 생각한다. 무형문화유산
의 여러 영역들은 지역의 문화적 방식으로 해석되고 표현되는 지식체계를 반영한다. 만약
특정 문화적 맥락에서 성장한 아이가 무형문화유산을 통해 세계에 대해 배운다면 학습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며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가 더 높은 단계, 예를 들어
문제 해결과 같은 학습단계를 시작하게 되면 그 어린이는 지역적 함의를 살펴보지 못하
고 세계 문제와 씨름하기 보다는 성장 환경과 관련된 방식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
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고 속에서 무형문화유산은 이해되는 ‘지식’이자 현대 사회의 문제
를 해결하는 수단이 된다. 만약 교육이 이러한 두 가지 단계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달성하
게 되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은 교육에 대한 일
반적 접근을 위한 자료이자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2.2. 교육자원으로서 무형문화유산

교육자원으로서 무형문화유산은 교육자나 교육기관들이 초등교육을 포함하여 모든 단계
의 교육과정에서 진지하게 고려해보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지역문화와 관
습에 교육이 다루고 있는 다양한 학과목을 접목함으로써 교육에 문화적 맥락을 제공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또한 이를 통해 학생들은 맥락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사회에 대해
잘 아는 시민이 될 수 있으며, 자기 정체성을 인지하고 다양성을 이해하여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더 높은 단계, 특히 무형문화유산을 다루어야 하는 전문가 과정에 자료와 사
례로서 무형문화유산을 통합하는 것은 실습의 범위를 더 확대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나
아가 두 번째 측면-무형문화유산 관리교육-이 중요해진다. 내가 이 글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여기서 논의하는 문제의 또 다른 부분은 전문적인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기여하는 특정한
종류의 전문가 교육이다. 따라서 일반 교육과 사회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
해야 한다. 이는 또한 앞에서 논의된 것과 같은 개념을 활용함으로써 제 기능을 할 수 있
다.
2.3. 유산 분야 전문 교육에서 무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전문 교육

첫머리에서 나는 현재 고등교육의 확실한 주제로서 문화유산이 무시되고 있다는 점을 강
조했다. 고등교육에서 유산을 다루는 교육분야 혹은 프로그램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들 교육이 전통적으로 보존연구나 박물관연구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
다. 이 두 가지 접근법에서 초기 협약들은 유물 중심 혹은 물질 중심이었으며 그 속에서
과학적 분석과 보존기법이 교육의 핵심이었다. 최근 유산분야의 모든 교육에서 비물질적
측면이 물질적 측면만큼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문화학-특히 인류학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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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연구에서 최근 등장하는 발전학에 이르기까지-에서 문화적 표현은 처음에는 무시되거
나 기껏해야 이국적인 혹은 고대 문화적 흔적으로서만 포함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교육체계의 확대, 탈식민지화의 강조 등으로 문화적 전통과 관습에 대해 또 다른 차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현재 무형문화유산 요소를 유산관련 프로그램
에 포함시키려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모든 프로그램이 보존방법 또는
관리전략에 통합된 영역으로 무형문화유산의 잠재성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여
전히 변화하고 발전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는 분야이다. 특히 기존 보존 담론과 관련해
서는 더욱 그렇다.
또 다른 경향은, 특히 2003협약 이후, 학위과정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 관
련 활동, 즉 학위 프로그램과 상관없는 활동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반적으로 고등교육과정에 이러한 새로운 관심과 무형문화유산을 포함시키는 방식은 크게
아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 무형문화유산 프로그램 혹은 과정
b. 전통적 교육 과정에서 무형문화유산 강조
c. 무형문화유산과 유산의 다른 측면을 새로운 과정에 통합
위의 세 가지는 모두 그 목적은 비슷하지만 어떤 교육적 노력이든 성공의 핵심은 교육의
전달과 학습과정 그리고 참여자들의 참여 정도에 달려 있다. 이런 점에서 나는 교육법에
대한 다음의 문제를 탐구해보고자 한다. 나는 우선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혹은 무형문화유
산을 위한 핵심적인 교육학적 관심사를 정리하고 그 다음 전반적인 교육전략을 제시하려
한다.
3. 무형문화유산과 고등교육: 아시아지역 대학에서 교육현황과 교육학적 관찰

만약 무형문화유산이 다양한 단계의 교육과정에 통합된다면 혹은 어떤 전문가가 무형문
화유산보호를 위해 활동할 준비가 되어있다면 무엇이 효과적인 교육법이 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나는 남아시아 지역1)에서 시행되고 있는 몇몇 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조사하였
으며 교육법으로 적용된 다음의 접근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태지역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몇 몇 사례조사를 통해 다양한 교육학적 방법론을 활
용한 무형문화유산 관련 교육이 다양한 단계의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법적 측면에서 이번 기초조사를 통해 일부 현지 참여 혹은 실습
참여 단계가 기록 실습 형태로 이들 프로그램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그러나 현지조사와 기록화는 그 특성이 다르다. 그리고 교육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연구 분야이다.
1) 이 실내조사는 2018년 유네스코 방콕과 ICHCAP이 개최한 국제포럼에서 발표된 13개 발표문을 참고하여 이
루어졌으며 발표문은 자료집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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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아태지역 대학의 무형문화유산 교육에 관한 조사
지역/국가

무형문화유산

프로그램 형식

교수법 정보

관련 학과목
핵심어

다양한 무형문화유산

대학 수준
1.

방글라데시

다양한 학제 연
구의 일부

3.

4.

필리핀

호주

네팔

일반교육과정
필수
대학

거의 모든 무형

종목을 위한 다양한

문화유산

교육법이 있을 것으
로 보임

대학수준
2.

기타 정보

문화유산

과 박물관학

대학 수준

언어,

문화,

사

회, 예술
광범위하게 모두

전통교육과

포함

교육 기회 동시 제공
민족음악학
과정이

음악

온라인

실제적/현장음악실습

매우 성공적인 것에

강조: 강의, 실습, 시

주목할 만했다. 이는

연, 토론, 세미나, 실

역사적 관련성이 분

습과정, 현지조사

명한 지역에서 제공
되고 있었다.

5.

대한민국

6.

대한민국

7.

인도

8.

베트남

9.

홍콩

10. 일본

대학 학과

수공예

현장실습을 통해 학

기술

점의 반 취득
기록, 현지조사, 연

대학

구조사, 디지털 아카

센터

일반적

대학학과

전통지식

교육기관의

이빙 및 공유

프

문화공간과 문화

로젝트
대학 평생교육

경관/생물다양성
일반적인 문화유

프로그램
정부 중심의 프

산

반 접근법

주거건축 전통

현지조사, 기록

로젝트

문학,

정부계획

수공

예, 박람회와 축
제,

공동체 기반의 기록
문화매핑,

공동체기

공연예술,

시각예술,
11. 인도

현지조사

민속예술과

발굴, 조사, 기록, 홍
보

문화, 직조, 음식
존 하워드 포크와 린
12. 베트남

13.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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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주요 프로

전통공예와 박물

실험학습: 관찰사고,

그램

관

실제 경험 및 실험

대학-센터 프로

일반적, 전통지식

몰입교육, 현지조사,

그램

수공예

현지 세션

다이앤 디어킹의 박
물관 학습의 맥락모
델 참고

현지조사 또는 실습에 기반을 둔 교육법에서 공동체 역시 또 다른 핵심 이해 당사자들이
된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다양한 단계에서 참여하게 되며 관련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이
거나 보호자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확하게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윤리적 규정과 관
련되어 있다. 이에 관해서는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협약
(http://ich.unesco.org/en.ethics-and-ich-00866) 의 윤리부분을 참조하면 된다.
위의 간략한 조사를 통해 우리는 아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이 대개 다음 교육
기법을 따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기록화, 매핑, 현지 조사에서 공동체와의
공동 참여 그리고 일반 현지 조사이다. 게다가 이들 기법의 일부는 심화학습기회로 활용
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현지조사 혹은 공동체 상담과 같은 과정은 우
리가 ‘집중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개선한 것으로, 이 프로그램의 개념은 학생들을 주
어진 상황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다(Chapagain, 2018). 마찬가지로 기록화 전략은 학생
들이 특정 종목을 기록하면서 경관, 문화 그리고 공동체 정보를 모두 함께 기록하는 광범
위한 지도제작 연습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대개 기록화와 매핑은 연구조사와 교육-학습
에 활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이 수단들은 연구조사를 통해 이들 학습활
동들이 개념화되고 연구, 평가되어 ‘맥락’-기본적으로는 ‘사람’들로 구성된-이라는 어떤
형태로 되돌아올 경우에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지조사 혹은 현지기반 학습은 거의 모든 프로그램과 과정이 채택하는 쉬운
교습법이다. 그러나 공동체 차원의 보호대책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현지조사 또는
현장학습은 맥락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하며 2003협약 이행에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맥락을 통해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다. 교육과 학습 활동이 진지
한 방법에 기초할 때에만 2003협약의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근거를 둔 접근법’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과정도 단순한 현지조사 수행이나 공동체로부터
학습만으로 유산 보호에 기여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단순한 한 가지 방식과 ‘헬리콥터식
학습’으로는 그저 무형문화유산의 맥락을 살펴본 것이지 의미 있는 보호활동에 참여한 것
이 아니다. 무형문화유산 교육의 성공은 얼마나 맥락에 ‘기반’하였느냐에 상당 부분 달려
있다.
네팔의 사례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도출할 수 있다. 네팔은 내가 20년 전 학부 때 현
지 조사를 하러 방문했던 곳이다. 이 사례를 통해 민족음악학 과정 수업의 강점은 바로
특정 지역과 관련되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네팔 사례에서 지역 도시인 박타푸르
(Bhaktapur)는 다양한 유·무형문화유산의 고향으로 인식되는 곳이다. 이러한 풍부한 문화
적 맥락 속에서 음악을 배우는 것이야 말로 학습에 있어서 진정한 ‘맥락’을 제공하는 것
이었다. 우리는 그러한 ‘맥락들’을 배우거나 좀 더 자주 방문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도 있다. 매일 매일의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학습자들을 위한 옳은 맥락을 갖는다는
것은 분명 실용적이고 긍정적인 차별성을 만든다.
나는 최근 내가 참여하고 있는 아흐베다바드 대학의 사례에 대해 논하고 싶다. 이 대학의
유산관리 석사과정에서 우리는 무형문화유산 관련 강의와 현지조사 강의를 함께 운영하
고 있다. 교실 강의에서는 역사적 발전, 협약, 광범위한 맥락, 방법론 그리고 관련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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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의된다. 현지조사에서 우리는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심화학습을 위해 다양한
공동체 단체, 경관과 지식체계를 조사한다. 이 두 가지 교육법은 서로 보완적이지만 학생
들의 학습에서 효과가 큰 것은 바로 현지조사 수업이다. 현지기반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현지조사 집중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학습 과정을 통해 지역적 맥락
그 자체는 특수한 관리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 나름의 유산 형식과 보호관습을 지니고 있다
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집중 프로그램과 다음 현지기반 교육과정 사이에는 일련의 ‘실내’ 강의가 이루어진다. 여
기서는 다양한 학문적, 전문적 통찰력을 길러준다. 이 과정에서 현지조사를 통한 학습은
‘암기와 이해 그리고 적용’의 단계를 넘어 블룸의 분류체계의 인지적 단계의 ‘분석, 평가
그리고 창조’의 단계로 나아간다(Anderson et al, 2001). 학생들은 무형문화유산의 맥락과
과정을 이해하게 된다. 이는 결과물(맥락과는 거의 아무런 관련이 없는)로서 무형문화유
산에 대한 이전의 이해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러한 학습법은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광범위하고 탄탄한 시각을 길러준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무형문화유산보호 활동을 다
룰 수 있는 더 나은 전문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 다른 학습과정 사례로 언급할 만한 것은 베트남 사례이다. 위에 언급한 사례목록 중
베트남 호치민 문화대학의 팜 란 흐엉(Pham Lan Huong)이 발표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팜은 박물관 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맥락적 학습 모델2) 수립을 위해 존 하워드 포
크(John Howar Falk)와 린 다이앤 디어킹(Lynn Diane Dierking)(2000)을 참고했다. 포크
와 디어킹은 박물관과 방문객 혹은 학생들의 학습을 연계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세 단
계의 맥락을 주장했다. 바로 개인적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그리고 물리적 맥락이다. 포
크와 디어킹(2000)은 이 세 가지 맥락 분류는 상호 배타적이거나 그 자체로 완전한 분류
가 아니라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4. 맥락 학습: 무형문화유산 교육에 있어서 효과적인 학습 성취를 위한 교육전략
왜 맥락이 중요한가?

무형문화유산의 특성 때문에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유산에 접근해야 한다. 2003협약은 무
형문화유산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보유자와 연행자 공동체의 핵심적 지위와 유산의 보
호 및 증진에 있어서 그들의 핵심적 역할을 잘 인식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핵심적인 정
책 결정자들이며 무형문화유산 보호노력의 수혜자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물론 협약
에서 명시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무형문화유산에 대
한 교육적 노력을 할 것인가?
나는 ‘공동체’, 문화와 자연의 생태학 그리고 ‘맥락’의 광범위한 틀 속에서 이해되는 무형
문화유산 요소 간의 다층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맥락은 물리적
인 혹은 경관적인 맥락 그 이상의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맥락은 또한 대기, 물 그리고
2) 여기서 내가 언급한 사례 중 하나가 실제로 활용되고 추천을 받은 유사한 맥락적 학습법 개념을 찾게 된 것
은 행운이었다. 하지만 교육전략으로서 맥락적 학습에 대한 나의 언급은 어린이 교육에 대한 우리 가족의
참여와 아흐메다바드 대학에서 내가 진행하고 있는 통합유산관리 교과과정 개발 작업에 기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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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생명체, 경제적·사회적 맥락 그리고 당연히 무형문화유산을 형성하는 문화적 맥락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은 문화적 다양성, 자연-문화의 연관성, 공동체의 주
인의식과 참여 그리고 전반적인 문화적 기풍 등의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이
들 요소 중 그 어떤 것도 특정 맥락과 연계되지 않고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만약 ‘맥
락’이 이해의 중심에 있고 무형문화유산과 맞물려 있다면 맥락적 접근은 무형문화유산 교
육을 위한 강력한 철학이 되어야 한다고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다.
맥락은 어떻게 교육법에서 영향력 있는 개념이 될 수 있는가?

‘맥락 학습’이라는 용어는 교육 분야에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첫머리에서
이에 대해 언급했다. 이 용어는 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육자인 존 듀이(John Dewey)의 저
서3)와 관련이 있다. 이는 이미 교육 분야에서는 확립된 용어다. 이에 관해서는 시어스 et
al., 2003을 참조하기를 바란다. 마이클 기아멜라로(Maichael Giamellaro)(2017)는 그의 논
문에서 ”내용과 맥락은 학습, 교육 혹은 상황인지의 측정 가능한 결과물로서 경험을 통해
연결되는 정도 또는 맥락화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구조로서 맥락화는 교과과정의 목적,
인지과정 그리고 학습결과를 가리키며” 또한 학습수단과 상호 관련될 수 있는 측정 가능
한 변수”라고 주장한다.
광범위한 나의 교육 관련 학문 연구 경험과 앞에서 언급한 베트남 사례를 연결하여, 교과
과정 기획과 모든 단계의 무형문화유산교육의 교육법으로서 맥락적 전략의 적용방식과
적용가능성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무형문화유산교육 맥락에 위에 언급한 개념화를 활용하여 블룸의 분류체계 담론에서 도
출해낸 지식 단계는 물론 학습의 인지적 단계를 여기에 적용하였다. 표2를 보자.
표2. 블룸의 학습 분류체계에서 추출한 지식 단계와 인지과정 단계(Anderson et al., 2001
참조)
지식 단계

1.기억

2. 이해

인지 과정 단계
3. 적용
4. 분석

5. 평가

6. 창조

A. 사실 단계
B. 개념 단계
C. 절차적 지식
D.메타 인지적 지식

무형문화유산을 위한 교육법을 기획할 때 지식의 특성과 지식의 목적을 염두에 둘 필요
가 있다. 지식 단계와 인지과정 단계에 걸쳐있는 무형문화유산 교육을 위한 맥락적 교육
법의 전반적인 영역을 그림 1에서 시각적으로 표시하였다.
교육법에 대한 맥락적 접근법의 목표는 학습과정이 이해와 적용단계에서 분석, 평가 그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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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n Blanchard, http://faculty.csusb.edu/faculty/scarcella/siu463/Contextual%20Learning.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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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궁극적으로는 창조의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지식은 사실적
지식보다는 개념적·절차적 단계의 지식이 되어야 한다. 참여의 전 과정에서 학습은 훨씬
높은 단계의 메타 인지적 지식의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다.
지식 단계

↓

1.기억

인지 과정 단계 à
3. 적용
4. 분석

2. 이해

5. 평가

6. 창조

A.사실 단계
B.개념 단계

지식단계와 인지과정 단계에 대한

C.절차적 지식

맥락교육법 매핑

D.메타 인지적 지식

그림 1. 블룸의 분류체계에 따른 지식 단계와 인지 과정 단계에 걸쳐있는 맥락적 교육법
의 도식
위에 제시한 두 개의 표와 관련하여 무형문화유산 교육에서 맥락적 교육법은 아래 표3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각화될 수도 있다. 표3에서는 구체적인 교육법이 관련 항목에 정리
되어 있다.
표3. 지식 단계와 인지과정 단계에 걸쳐 있는 다양한 교육수단 매핑
인지과정 단계
지식 단계

1.기억

2. 이해

3. 적용

4. 분석

5. 평가

6. 창조

1. 연구조
A. 사실 단계

사와 기초
현지조사,

B. 개념 단계

매핑
2. 현지조

4. 특정 무

6.

사와 연구

형 문화유 산

화유산

조사 데이

종

속

터 분석하

‘making’

여 맥락이

과

해하기

추론
5. 과정기

7.

록

필요와

C. 절차적
지식

목

의

무형문

9.

지

동계획과

현황,

전략

관련 문제

‘연습’
개입의

식 평가

방

8.과거 개

10.세부 활

입의 영향

동계획

및

평가

방법론

명

시
11. 전반적 시나리오에
D. 메타
인지적
지식

3. 몰입

대한 비판적 분석, 무형
문화유산 보호의 현황
과 문제, 향후 가능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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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활

상기 과정이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무형문화유산 교육 교과과정은 실
제 무형문화유산 사례–현지, 현지인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요소-에 기반을 두고 잠재적 프
로젝트로서 실제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맥락적 접근’이 강조된다. 즉, 교육
은 어쨌든 실제 맥락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교육적 참여는 결과적으로 실제 문제해결 활
동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2003협약도 마땅히 예상하고 있듯
이, 그렇게 하려면 공동체와 함께 일하면서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을 다루면서 발생하는 윤
리적 문제를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내 경험상 무형문화유산을 위한 맥락적 학습 교
육법은 그림 2처럼 개념화될 필요가 있다.

그림 2. 무형문화유산 교육을 위한 맥락 교육법에서 핵심 이해당사자와 상호간 활동관계
향후 나아가야 할 5가지 방향

다음은 무형문화유산 학습을 위한 맥락적 교육법을 이행하기 위한 핵심 단계들이다.
a.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무형문화유산이 잘 이행되고 있는 실제 상황의 확인
b. 특정 상황 속에서 학습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공동체와 다른 이해 당사자들과 협력
관계 구축
c. 무형문화유산과 공동체/이해당사자와의 의미 있는 참여가 가능하도록 창의적인 과정과
활동 일정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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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결과물의 공유는 물론 무형문화유산 학습활동을 추진하는 윤리과정, 가능하다면
e. 보호활동과 더불어 의미 있는 학습을 위한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공동체와 협력체계 마련
일단 특정 모듈이 시행되면 일련의 기회들이 연쇄적으로 만들어지며 따라서 다양한 맥락
에서 학습-보호 활동들이 유의미하게 지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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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닐 카말 차파가인 교수의 “맥락학습”에 대한 토론문

강정원, 서울대학교
1. 이 발표문은 무형문화유산과 교육에 관한 성찰과 “맥락학습” 교육법의 효과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 정책과 제도, 무형문화유산과 문화 일반과의 관계에
대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이에 차파가인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 무형문화유산 자체의 전승은 차파가인 교수의 주장처럼 맥락을 통한, 도제 방식을 통
해서 이루어진다. 이는 블룸의 맥락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메타인지적 지식을 평
가와 창조 단계에서 가능하게 한다. 차파가인 교수의 주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맥락을
통한 교육이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리 전문가의 양성 교육 과정에도 필요하다는 차원
으로 이어지고 있다.
3. “맥락 학습”에 대한 차파가인 교수의 주장에 대하여 특별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 없다.
사실과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가능하기 위해서도 절차적인 지식과 메타인지적 지
식이 필요하며, 이는 맥락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수님이
추상적으로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발표문을 보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보았다. “맥락 학습” 교육법을 통해서 무형문화유산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그 결과를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4. 본문에서 여러 그림과 표를 통해서 이해를 쉽게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몇 부
분은 쉽게 이해가 되질 않았다. 본문 내용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표와 그림
에 대한 작은 질문들을 드리고자 한다. 표3에서 마지막 11번째 단계가 창조영역에 걸
쳐져 있지 않은데,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또한 그림 2
에서 교수에서 학생과 공동체로 화살표가 가고 있고, 학생에게서 공동체로 가고 있다.
이는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상호간 활동관계이라는 측면을 생각
해 보면 반대로의 화살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공동체도, 학생도 교수와 상호작
용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도 보충 설명을 부탁드린다.
5. 맥락적 교육을 통해서 현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는 있다고 판
단된다. 하지만 이것이 무형문화유산 보호전문가 혹은 전승전문가 양성의 모두는 아닐
것이다. 이 외에도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리를 위해서 법적이고 경영학적, 민속학적이며
문화인류학적, 사회학적 지식 등도 필요하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를 여쭈어 본다.
6. 무형문화유산은 근대적 교육 제도에 편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승되고 있다고 생각한
다. 체계적인 교과목 관리와 점수를 통한 성취도 평가, 집단적 교실 교육 등으로 특징
지어지는 근대식 교육은 전면적 인간 관계에 기반한 교육을 추구하기는 어렵다. 무형
문화유산은 도제 방식에 기반한 교육 방식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왔다. 이러한 무형문
화유산 전승 방식을 어떻게 근대 교육과 결합시키는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무형
문화유산의 전승이 어렵게 된 원인에 근대 교육제도와의 불협화음도 포함된다. 무형문
화유산 전승 제도와 근대 교육의 결합 방식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도 마지막으로 여쭙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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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무형유산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에의 도전과제
: 필리핀 사례

마틴 제노데파, 비사야스 필리핀국립대학교
필리핀과 같이 과거 식민 지배를 받았던 개발도상국에서 문화유산 교육의 개선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문화유산 교육은 문화 분야에서 세계화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
해 줄 수 있다. 또한 식민지 국가의 신식민주의 체제를 해체시킬 수 있다. 이들 식민지
국가들의 교육체계는 식민지배를 했던 국가들에 의해 수립된 것이다.
문화유산 교육이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약속들은 쉽게 확인되지만 문화유산 분야의 고등
교육학위 프로그램, 특히 무형문화유산 관련 학위 프로그램의 개발은 그 영향력은 엄청나
게 크다.
본 논문에서는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 고등교육 학위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기관이 봉착
한 문제들을 논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개발도상국으로서 필리핀의
맥락 속에서 현 고등교육체계, 실행 및 과정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유산관련 고등교육 학위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기관에서 표면화된 문제들을 제기하고 논하게 될 것이다. 국가고등
교육정책, 프로그램 체계 및 내용, 교육법은 물론 교육자료, 직업 전망 그리고 취업 가능
성이 이 논의에서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분야이다.
이 논의는 기본적으로 필리핀의 맥락에서 이루어지지만 다른 개발도상국에 반향을 일으
킬 수 있다.
중앙정부와 고등교육정책 문제

2009년 필리핀 유산법으로 알려진 공화국법 No.10066이 통과되었다. 과거 이 법의 명칭
은 “국가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 문화예술국가위원회(NCCA) 및 산하 문화기관의 강화,
여타 목적을 위한 법”이었다. 앞에 언급한 법에 담겨있는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9조. 무형문화유산 국가목록- 문화 관련 정부기관은 필리핀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있
어서 유네스코필리핀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유네스코 필리핀위원회가 설립한
필리핀 무형문화유산위원회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조항 이행에 선도적 역할
을 담당해야 한다. 특히 동 협약의 11조~15조에 주의를 기울인다.”
“21조. 원주민 문화재- 문화 관련 정부기관은 원주민국가위원회와 상의하여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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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고 그들의 특정 문화적, 역사적 문화재를 보존함에 있어 원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39조. 문화유산교육프로그램-이 법의 발효 1년 이내에 교육부, 기술교육 및 기술개발국
그리고 고등교육위원회는 위원회와 상의하여 주, 시, 지방자치 차원에서 강조되는 다음의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적인 교육프로그램에서 제시해야 한다.
(a) 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
(b) 문화유산의 문화적, 역사적 중요성에 대한 기록물, 영화 및 방송 교육 자료
(c ) 지정지역문화유산 방문, 대중의 접근성 및 정보보급”
7년 후, 또 다른 문화관련 법이 통과되었는데 바로 2016 통합역사법(기초 및 고등 교육에
서 필리핀-무슬림과 원주민의 역사, 문화 및 정체성 통합을 의무화하는 법)으로 알려진
공화국법 10908이다. 이 법의 핵심은 아래와 같다.
“2조. 필리핀 역사에 필리핀인-무슬림과 원주민의 역사, 문화 및 정체성 연구 통합-모든
필리핀인에 해당되는 통합적 역사를 만든다는 궁극적 목적 하에 필리핀인-무슬림과 원주
민의 역사, 문화 및 정체성을 거대한 필리핀 역사 서사구조에 통합시킬 필요성이 있다.”
“3조. 핵심 내용-교과서를 비롯한 기타 관련 자료의 저술, 인쇄 및 출판을 포함하여 포괄
적이고 통합적인 필리핀 역사 연구를 위한 교과과정의 수립에 있어서 관련 정부기관은
필리핀인-무슬림과 원주민의 역사, 문화 및 정체성에 대해 저명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야 한다.”
RA10066 통과 1년 후 이 조항이 발효되어 교육권한을 지닌 정부기관이 문화유산 프로그
램을 만들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이 효과를 내는 과정은 오히려 매우 더디다.
고등교육위원회(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CHED)는 4월이 되어서야 “원주민
(Indigenous People, IP) 연구/교육의 관련 고등교육 교과과정 통합”이라는 명칭이 붙은
2019년 CHED 양해각서(CMO) No.2 시리즈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각서는 발효된 지 3
년이 지난 2016년 통합역사법(기초 및 고등 교육에서 필리핀-무슬림과 원주민의 역사, 문
화 및 정체성 통합을 의무화하는 법)으로 알려진 공화국법 10908과 관련하여 발표된 것
이었다.
CHED는 국공립 및 사립 고등교육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필리핀 고등교육정부기관이다.
이는 CHED가 승인한 과정 또는 프로그램만이 고등교육기관에 의해 제공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 각서는 대단히 환영받을 만하지만 무형문화유산 교육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무형유산을 교육할 기회의 제공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두 가지 점에서 국가의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하나는 문화교육 분
야의 법률에 명시된 정부정책 이행의 지체, 나머지 하나는 완전한 프로그램으로서 무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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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유산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부족이다.
* 보고서 제출기한이 2년이 지난 2014년 12월 12일에 제출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관한 필리핀 정기보고서에는 무형문화유산 관리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이 없음을 시인했
다.
체계와 내용의 문제

CMO No.2의 이행은 공사립 고등교육기관이 “역사, 사회과학, 정치학, 사회학 및 인문학
과 같은 고등교육과목에 주제, 내용 및 개념을 통합함으로써” 교과과정에 IP 연구/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 GE)의 역사과목 강독자료에는 원
주민과 무슬림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CMO No.2는 IP 연구/교육 과정의 일반적 내용을 보여주고 있으며 무형문화유산 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강의요강을 만드는 것은 공식교육을 통한 무형문화유산보호에 매우
중요하다. 무형문화유산은 필리핀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 문화적 개념이며 영역이라는 점
에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문화유산을 언급할 때 기존 체계는 종종 무용이나
공예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필리핀 비사야스대학이 처음 무형문화유산 국
제회의를 개최했을 때, 학계를 비롯해 사람들은 그 용어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나는 무형문화유산을 CHED에 규정된 새로운 일반교육 과정과 필리핀 비사야스대학이
자율기관으로 속해 있는 필리핀 국립대학이 개발한 교과과정에 통합될 가능성(2018-2019
학기에 제공되었다.)에 대해 쓴 적이 있다. CMO No.2가 고등교육 교과과정에서 IP 연구/
교육의 규정에 따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내 글에서 지적한 것과 정확하게 같다.
GE와 전공과정 강의요강을 보면 고등교육에서 무형문화유산을 가볍게 다루는 관행은 전
세계의 공통된 흐름인 것 같다. ‘전승과 교육: 점증적 심화 연구 정기 보고서’에 따르면,
무형문화유산은 종종 “민속학, 인류학, 사회학 및 역사학과 같은 분야의 대학교육과 연구
에 통합”되어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2011-2014년 제출된 정기보고서에는 무
형문화유산과 관련된 고등교육프로그램이 무형문화유산 종목 중 공연물(음악, 무용, 플라
스틱 예술 등)과 미래의 문화유산관리 전문가에 대한 현지조사방법론 교습에 초점이 맞
추어져 있다.
무형문화유산을 일반교육과목 심지어 사회과학과 인문학과 같은 프로그램의 전공과정에
통합시키는 문제 이상으로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 완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
은 주요 난관으로서, 과정 체계와 내용의 문제가 특히 중요하다.
해결해야 할 첫 번째 문제는 프로그램이 현재 문화유산학이 취하고 있는 방침으로 보이
는 문화 관리와 유산 보호의 원칙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일반론자의 관점을 취하느냐의
문제이다. 만약 이러한 방식을 혁신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방식이 되어야 하는가? 다른
방향은 전통문화-회화, 건축, 경관건축, 직조 등의 분야에서 특별한 기술의 발전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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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형식의 프로그램은 이론을 교육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문적
-직업적 교육처럼 보인다. 고등교육의 무형문화유산 프로그램 개발에서 다른 형식의 가
능성은 방직기이다. 아마 프로그램 형식의 효능과 힘을 실제로 결정할 수 있는 관건은 관
리와 역량강화를 통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는 2003협약 체계의
장기적 성과에 드러나듯이 무형문화유산의 실행과 전승의 강화를 보장하는 능력이다.
만약 그러한 무형문화유산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은 학부과정(학사학위)에 있어야 할까
아니면 대학원 과정(석사 학위)에 있어야 할까? 수준, 체제, 형식 그리고 내용과 상관없
이 과정 개발과 관련한 문제는 대체로 유사할 것이다. 과정체제, 형식 그리고 내용의 문
제는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즉 프로그램 졸업자들은 어떤 직업분야로 진출할 수 있을
까? 이 문제는 또한 학문의 품질 보증 평가가 졸업생의 직업적 활동과 취업가능성에 프
리미엄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모든 대학들은 품질보증을 인증 받고 있다.
교육 이외의 취업 분야를 나열하기는 쉽다. 관광산업, 박물관, 연구 분야 등이다. 가르치
는 일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사항이다. 물론 가르치는 일은 비록 교실에서 이루어는
것이지만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토론할 수 있다. 연구조사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지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박물관은 일부 국가에서는 비록 드물고 여전히
미개발된 분야이지만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지식의 보급, 보존 및 보호를 지원한다. 하지
만 필리핀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문화관광은 무형문화유산 분야 프로그램 졸업자들이
종사할 수 있는 가장 전망이 좋은 산업이다. 이 분야는 주요 경제 자원으로 개발되어온
분야이다. 그러나 문화관광은 신중한 계획과 윤리적 책임성을 갖고 접근해야만 한다.
아세안(ASEAN) 회원국인 필리핀과 베트남은 문화관광분야에서 공통성이 있다. 하노이에
있는 베트남문화예술학 연구소의 부이 호아이 손(Bui Hoai Son) 부소장은 난 단(Nhan
Dan)에서 한 인터뷰에서 “문화자원의 발굴과 그에 대한 이해의 한계는 문화 분야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문화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의 효율성을 제한하고 있
다. 이는 세계에서 국가의 이미지 홍보가 국가의 잠재가능성을 실현하는 데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지역과 공동체는 전통 행사개최를 통해 수익을 얻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들은 행사개최를 위해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전통적 원칙을 무시한 채 방문객들
의 수요를 충족시키려 애쓰고 있다. 게다가 방문객들은 축제와 행사의 가치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으며 단순히 자신들의 호기심만을 채우려 할 뿐이다”고 한탄했다.
더 많은 박물관 설립 등을 포함하여 문화관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혁이 이
루어지지 않는다면 필리핀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무형문화유산 학위 프로그램 졸업자들
의 취업가능성의 문제는 잠재적 학위과정 등록자들의 관심을 잃게 할 수도 있다.
연구조사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개발도상국에서 연구기금은
대부분이 경제적, 발전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여기는 과학과 기술 분야에 일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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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다루는 것은 복잡한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를 교육하는 것은 더욱 복잡하다. 교육,
연구 그리고 순회교육 활동은 고등교육 기관의 세 가지 기능으로서 특히 필리핀 국립대
학에서 실행되고 있다. 이 세 가지는 고등교육기관을 진정한 지식생산의 중심지로 만드는
데 상호 보완적 기능을 한다. 어떤 교수가 특히 문화를 다루는 연구조사에 참여할 경우
문화적 권위의 형태 또는 권력의 이동이 발생한다. 해당 주제의 권위자가 연구의 주제가
되는 민족, 문화 보유자들에서 대학 연구자들로 대체된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 과정을
누가 가르쳐야 하는가의 문제는 또 다른 난관이 된다.
아마레스와 갈라는 2018년에 ’무형문화유산보호의 시너지효과: 대학이 어떻게 가치를 가
장 잘 높일 수 있을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한 고등교육의 잠재성
개발 국제 포럼 기조연설에서 공동학습과 교육은 물론 웹기반 플랫폼 활용이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애석해했다. 그는 이러한 학습방법이 ”개별 학생들이 모여 있는 교
실을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한 공동의 목표와 동기를 가진 무형문화유산 전승자들과 함
께하는 학습자들의 공동체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갈라는 문화 보유자와 전
승자들이 고등교육에 참여할 때 사전학습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CMO No.2의
맥락에서 2조는 현재 공사립 고등교육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IP 교육자들을 위한 훈련을
명시하고 있지만 공동교육자와 학습자로서 IP 그들 자신을 참여시키는 것은 고려하지 않
는다.
새로운 매체와 기술의 활용은, ‘무형문화유산교육의 주요 과제 해결’ 연구에서 프란체스카
마리아 다니노, 미켈라 오트, 프란체스카 포찌가 무형문화유산 교육에서 확인한 문제, 즉
a) 전승되는 내용은 전문-교육자의 선택에 좌우되며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정의된 것은
아니라는 것, b) 학습은 도제가 힘을 갖고 있는 비공식적 맥락에서 발생한다는 것, 그리
고 c) 보급과 보존을 보장하는 지속가능성과 반복성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장
했던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매체와 기술의 활용이 어떻게 무형문화유산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에 대한 그들의 놀라운 연구결과는 유럽적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즉, 느린 인터넷 환경 혹은 비용이 많이 드는 기술적 개입의 부족과
같은 개발도상국이 처한 현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전히 무형문화유산 연구자료는 대체로 전통건축, 회화 등과 같은 다른 연구 영역의 단
순한 구성요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 연구자료가 전적으로 부족하다. 교실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문화적 자료가 되는 기록문서와 자료를 검토하여 기
존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무형문화유산 종목들을 추려내서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
라서 무형문화유산 학위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학위 프로그
램이건 개발하여 제도화하기 전에 교육 자료를 안정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교과목에 담길 주제 혹은 학위 프로그램에 포함
될 과목으로서 궁극적으로 학위프로그램으로서 무형문화유산을 가르칠 대학교수들은 그
들 자신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갈라는 무형유산보호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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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학계 사람들의 역량부족도 지적했다. 사비타 스리바스
타바(Savita Srivastava)(2015)의 연구에 따르면 인도대학교수들은 국가의 상징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문학, 역사와 종교, 공연 예술 및 시각예술에 있어서 문화적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가 무형문화유산 교육이나 연구와는 직접 관련이 없을지
몰라도 교사들은 직·간접적으로 이 모든 분야의 가치를 전달하는 사람들이다. 다른 국가
의 대학교수들로부터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 연구
가 채택될 수 있다.
결론

무형문화유산 관련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2003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이행을 보
장하기 위해 추구할 가치가 있는 목표이지만 난관 또한 피할 수 없다. a) 국내법이 무형
문화유산 지원 교육개혁 및 정책으로의 전환 및 이행이 지체되는 점, b) 무형문화유산 고
등교육 프로그램이 취하게 될 체계, 형식 및 내용의 미정, c) 무형문화유산 교육에 있어
서 교육 역량과 자료 부족이다. 개발도상국의 대학졸업자의 취업 가능성은 고등교육에서
무형문화유산 관련 학위프로그램을 제도화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권고

무형문화유산 고등교육프로그램의 개설 목표는 2003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기술된 바
와 같이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중등교육과정 이후의 무형문화유산 프로그램의
목표는 지역민들 그리고 국제사회 공동체의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예술적 그리고 집단
의 정체성을 살펴봄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의 지속적 실행을 보장하는 체계를 개발하는 것
이다. 무형문화유산의 영역은 구전전통과 표현, 공연예술, 사회적 관습과 의례 및 축제,
자연과 우주와 관련된 지식과 관습 그리고 전통공예이다. 이들은 주요 연구 분야로 발전
하고 있다. 종종 무형문화유산 교육의 수단인 역사, 정치학, 사회학, 조형미술, 공연예술
과정과 기타 관련 과정은 이 연구의 보조영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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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 무형유산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에의 도전과제에
대한 토론문

와이 유 야유, 홍콩대학교
제노데파의 논문 “무형문화유산 고등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문제”는 고등교육기관이 무형
문화유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여섯 가지 과제들, 즉 고등교육정책, 프
로그램 체계와 내용, 교수법, 교육자료, 직업전망 그리고 취업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논의하
고 분석하여 정리했다. 그의 논문은 필리핀의 맥락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지만 홍콩 역
시 그가 확인한 유사한 경험과 문제들을 공유할 수 있다. 그가 논문에서 제기한 문제들은
세계 무형문화유산 교육학계가 향후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를 할 가치가 있다.
본 발표문은 제노데파의 글에 응하면서, 홍콩의 맥락에 기반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평생교
육프로그램과 관련된 문화유산 관리프로그램 개발 과정의 여러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고등교육에서 무형문화유산 교육을 발전시키고 증진하는 과정에서 부딪히
는 다양한 실질적 사안과 문제들을 심사숙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새로운 무형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속가능성

고등교육기관의 일부 전문교육프로그램 혹은 학과가 상당한 학문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등록학생이 부족해서 폐강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의 등장은 항상 사회 내의 학문적 혹은 전문적 훈련의 현실
적 필요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관련 산업이나 분야에 대한 시장분석은 물론 프로그램의
경쟁력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항상 새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홍콩의 무형문화유산보호는 직접적으로는 중국이 2003협약을 비준하면서 추진되었다. 비
록 무형문화유산이 종종 관광산업으로 이용되지만 홍콩의 일반 대중이나 대학 내에서도
무형문화유산보호에 대한 인식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심지어 무형문화유산 보호자들조
차 사회 내의 무형문화유산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적으로 무형문화유산에 중점을 둔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실현하
기는 어렵다. 홍콩처럼 시장지향적 사회에서 직업전망이 제한적인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렵다.
정부는 무형문화유산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상관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긴밀한 상
호연계성과 네트워크, 무형문화유산 공동체와 연구기관의 공동 역량 강화를 통해 사회 내
의 인식을 제고하고 훈련과 교육의 필요성에 바탕을 둔 기초연구조사 수행은 무형문화유
산교육 프로그램의 성공을 뒷받침한다.

성과 기반의 교육과 학습을 위한 다학제간 지식의 통합

성과 기반 교육과 학습법(Outcomes-based teaching and learning, OBTL)은 홍콩의 대부
분의 교육기관이 채택하고 있다. 이 교육법은 학생들이 측정가능하고 성취 가능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학생 중심의 교육 및 학습법으로 고안된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은 공동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공동체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참여가 무형문화유산 교육과 학습의 중심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수법 역시 무형문
화유산 이론, 지식 그리고 다양한 사회 참여를 위한 소통기법을 유형문화유산보존 및 관
리와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무형문화유산 공동체의 영역을 완전히 이해하고 현재의 인적자원의 필요
성, 공동의 기술, 지식의 차이, 졸업생들의 잠재적 진로를 파악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 보
유자들과의 공동작업은 학계가 교과과정과 달성가능한 성과를 포함한 OBTL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재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학계와 실행자들의 공동노력은 어떠한 훈련이나
교육 프로그램이든 실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무형문화유산과 공동체, 단체 및 개인의 보호 방식의 다양성은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큰 문제가 된다. 다양한 학문적 스펙트럼 역시 무형문화유산 프로그램 졸업자의 위치와
역할을 규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된다. 무형문화유산 프로그램 졸업자들이 사회 내에서 무
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인적 자원, 사회자본 건설과 공동체 회복과 같은 일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맥락 속에서 지방정부와 국제기구의 지원을 더
욱 필요로 한다.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에 대한 사회적 오명

자격인증체계(Qualification Framework, QF)는 학문, 직업 및 전문분야의 자격을 인증하
는 일반적인 법적 체계이다. QF의 인증을 받은 자격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기준에 따라
정해진 등급에 적합한지를 인증 받은 것이다. 교사의 질과 임명 기준은 홍콩 QF체계에서
매우 핵심적인 품질관리 요소이다. 이 체계에서 교사들은 교육프로그램의 QF수준에 준하
는 혹은 그 이상의 학문적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수년간에 걸친 실전 훈련을 통
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많은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은 그런 학문적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들의 그러한 지식, 능력 그리고 전문성에 대한 인증체계는 홍콩의 QF체계
에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무형문화유산 장인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오명은 학생과
의 상호작용과 공식적인 고등교육프로그램을 제한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들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이 고등교육차원에
서 자신들의 전문지식을 보급할 수 있는 자율권을 제한한다. 교육체계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QF체계 간의 간극은 여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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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 지식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

많은 무형문화유산은 유산의 전승을 수행하는 데에 나름의 규칙을 갖고 있다. 성(性)은
무형문화유산의 교육과 학습은 물론 연구조사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이자 종종
장애가 되는 요소이다. 많은 경우, 여성들은 문화적 전통에 따라 보호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기도 한다. 평등한 교육기회에 대한 개념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문화적 전
통은 여성들이 무형문화유산 보호 지식과 활동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한다. 문화적 전통은
전적으로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기획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다. 왜냐하면 경험적 학습활동과 체험을 통한 교육은 남녀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열려있는
무형문화유산에 집중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는 방해가 될지도 모
르기 때문이다.
결론

앞서 했던 논의들은 고등교육기관의 무형문화유산 프로그램 개발에 또 다른 도전과제를
던져준다. 무형문화유산은 관련된 지리-문화적 요소, 사회, 경제 및 정치적 맥락과 매우
관련이 깊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은 각 지역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한 공통적인 기본 지식과 응용 가능한
기술이 있다. 이는 추후 연구조사를 수행하고,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무형문화유산 프로그
램의 기본 토대되는 교과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학계와 무형문화유산 공동체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제노데파의 논문과 나의 발표문은 아태지역의 고등교육기관의 무형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새로운 실마리를 던져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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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코 후지에다, 교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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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임승범, 국립무형유산원
이번 발표를 맡으신 후지에다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해당 논제인 무형유산교육 및
보호를 위한 일본 대학의 노력에 대한 논의에 부합하고자 한국의 ‘무형문화재 전수교
육대학 지원’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드리면, 저는 대한민국 문화재청 소속의 학예연구관으로 국립무
형유산원에서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자 교육과 일반인 대상 체험교육을 총괄하고 있습
니다. 또한, 국립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무형유산의 이론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들
에게 무형유산학 및 한국민속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저의 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일본
의 사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국 사례를 토론
문에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ㅇ 2015년에 제정된 한국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에는 국가무형
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대학을 문화재청장이 선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청이 직접 설립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해당 법률에 직접 명
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는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전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한국의 경우, 정부에서 국가무형문화재를 보전하기 위해서 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
유단체를 인정하고 그 후계자(한국에서는 이수자라고 부릅니다.)를 양성해야 하는 의무
와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보유자(또는 단체)를 통해 길러지는 제자들은 정부
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전수교육생들로서, 최근에는 이들의 전승환경 개선 등에 대해
서 지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전승자(이수자)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라던가, 이수자의 무형유산 교수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ㅇ 그동안 보유자와 보유단체에게만 부여했던 무형유산 전수교육은 무형유산의 전승에 큰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제식 교육의 한계로 인하여 교육생 확산에는 단점을 갖
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무형문화재 전수학교’ 운영입니다.
ㅇ 현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2017년도부터 전수교육학교로 선정되어 올해 3년차로 교
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무형유산 종목은 한산모시짜기(제14호), 단청장(제48호),
사기장(제105호), 목조각장(제108호)으로 모두 4종목입니다. 수강생은 모두 81명입니
다. (수강생 : 한산모시짜기 22명 / 목조각장 23명 / 사기장 11명 / 단청장 25명)
2018년도에는 충북대학교 목재종이과학과가 추가로 한지장(제117호) 전수교육학교로
선정되어 학생 5명을 대상으로 올해 2년차 교육을 실시하는 중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이들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년간 약 4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해당 전수학교 과정을 3년간 이수한 학생들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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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되며, 합격할 경우 이수자가 됩니다. (한
국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에게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추가로 발급하여 초·
중·고교의 방과 후 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추가로 부여합니다.)
ㅇ 이러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된 지 3년이 되었고, 내년부터 이수
심사 자격을 획득하는 학생들이 배출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프로그램의 성과에 따라
서 한국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은 도제식과 병행하여 공교육 체계 속에서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도, 이러한 무형유산에 대한 교육이 활성화되어 세계 여러 국가들이 공동으로
자국과 인류의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전승하는 토대가 되길 바라며, 오늘 이러한 논의
가 무형유산 교육의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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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4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다층적 교육 현황
: 한국 사례

신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Ⅰ. 서론

국제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발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1946년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활동이 시작된 이래,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 그럼에도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으로 구분되는 유형문화유산 분야가
무형유산 보다 강조되어 온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지난 2003년 파리에서 채택된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은 역사적인 인식의 변화와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4)
ICH 협약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 산업화와 전쟁을 겪으면서 무형유산이
위협받고 있는 지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한국은 2005년 열한 번째로 협약에 가입
하였고 2006년 회원국이 30개로 늘어나면서 본격화되었다. 우리나라는 1962년 <문화재보
호법>에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를 포함하면서 무형 유산에 대한 관심이 제도화되었다.
1964년 12월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지정을 시작하였고 1971년 2월부터는 지정종목에 대한
보유자를 인정하여 무형문화재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제도를 운영하였다. 이후 1983년, 정
부는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국가주도 전수교육제도를 수립하였고 <문화유산헌
장> 발표(1997. 12. 8)와 <문화재보호법> 개정(1999. 1. 29)을 거치면서 무형문화유산 보
호제도를 정립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한편, 변화와 발전에
대한 요구도 커져갔다.5) 무형문화재의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
었고 학자들의 다양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5년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6) 무형유산에 대한 정의, 제도적 이념, 원형 보
존의 원칙 및 인정 기준 등이 변경되었고 전승 및 진흥을 위한 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되
었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보호를 위한 노력은 교육을 통해 확대되고 많은 사람들
에게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고등교육
네트워크(Asia-Pacific Higher Education Network for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PHEN-ICH)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올해 세미나의
주제인 <아태지역 무형유산교육 현황과 도전과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4) http://heritage.unesco.or.kr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5) 석대권,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정책의 기본과 그 운영의 역사」, 『한국전통공연예술학』 4(2015), pp. 7-33.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 “국가법령 정보센터”

자 한다. 무형유산에 관한 교육은 대학, 관련 정부 기관,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운영 주체
가 다양하고 분야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대학의 학위과정을 제외한 공공
교육 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전통 공예 기술을 중심으로 다룬다는 점을 밝혀둔다. 전
통 공예 기술의 전승자에서 각계에서 활약하는 무형 유산 업무 종사자, 그리고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교육 현황을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Ⅱ. 본론
1.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와 인식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무
형문화재’로 명시하였다. 1962년 제정된 이후부터 2015년까지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
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기타의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
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을 의미하였다. 2015년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념을 확장하여,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와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
약과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
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등으로 언급하고 있다.7)
한편 ICH 협약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을 공동체·집단과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
의 일부로 보는 관습·표상·표현·지식·기능 및 이와 관련한 도구·물품·공예품 및 문화 공
간이라고 정의한다.8) 각 분야는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수단으로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 예술, 사회적 관습·의식 및 제전,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전통
공예 기술 등으로 설명하였다.
온당히 전체적인 맥락은 유사하고 전통 공예 기술에 대한 언급도 일치한다. 우리나라
에서 전통 공예 기술은 일찍부터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지만 한의약과 농경·어로 등
의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생활관습은 후대에 새롭게 범주에 포함된 것
으로, 인식의 변화를 알 수 있다. 또한 기본 원칙이 무형문화유산의 원형유지에서 전형유
지로 변화하였고 보존에 이어 진흥과 활용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무형유산의 교육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이 법제화 되어 있다.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
을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고 전수교육에 힘쓰며, 도제식 교육과 대학에서
의 전수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문화강좌를 설치하는 경우에 무형문화재에 관한 교육이나 강좌가 포함되도록 노력
한다고 명시한 점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부분이다.
2. 교육 기관 및 운영 현황

중앙행정기관인 문화재청의 산하 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유산 교육의 현황을 알아보
기 위하여, 각 기관에 대한 소개가 필요하다. 기관이 설립된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살
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문화재보호법> 제1장 제2조 제
2항 참고.
8)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2003. 10. 27) 제2조 제1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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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본 후, 세부 항목을 나누어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겠다. 먼저 1980년에 우리의 민
족 문화를 널리 보전하고 선양함을 목적으로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협회’가 조직되었
다. 현재는 ‘한국문화재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설립된 다음해, 전통생활과 문화를
소개할 목적으로 한국의집을 개관하였고 1982년에는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을 운영하
기 시작하였다. 1995년부터는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를 만들어, 전통 공예와 건축 분야를
나누어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이후 체계적인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3년에
한국문화의집을 신축하여 정식 개관하였다.
다음으로 문화재청 산하 국립대학인 전통문화대학교의 소속기관 전통문화교육원이 있
다. 담당공무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수준을 높이고 기존 기·예능인들을 지원하며, 동시
에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일반 국민들이 문화유산에 애정을 가질 수 있는 이
론과 체험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전통문화연수원’으로 2008년 개원했
으며, 2012년에 ‘전통문화교육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른다.
2013년에는 문화재청 소속기관으로 국립무형유산원이 출범하였고 2014년 정식으로 개
원하였다. ICH 협약의 국내 이행과제 수행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무형문화유산 관리를
주도하기 위한 기관이다. 무형문화유산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복합 문화 공
간을 갖추고 있으며, 유산의 보존과 보급, 전승과 진흥, 그리고 활용을 위한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시와 공연을 개발하며, 무형유산 메타데이터 및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
축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무형유산 교육의 전문화와 대중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 한국문화의집

한국문화재재단에서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립한 한국문화의집은 전통 예술 공
연을 선보이고 공예건축학교와 문화유산교육을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9) 한국전통공예건
축학교는 공예와 건축에 관한 15종목을 개설하여 실기교육을 하는데, 종목은 직물공예(침
선, 매듭, 전통자수, 자수보자기, 색실누비), 목공예(소목, 각자, 전통창호, 소반), 금속공예
(입사, 장석), 칠공예(옻칠, 나전칠기), 전통화법(단청), 전통건축(대목) 등으로 구성된다.
기초과정(1년차, 주1회 3시간), 연구과정(2년차), 전문과정(3년차)으로 진행되는 체계화된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문화유산교육은 청소년교육과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하는데, 청소년은 주로 금박이나 소
목과 같은 전통공예를 만드는 체험이 포함되고 유치원, 초·중·고 교사의 연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교원직무연수는 문화유산교육 방법론 및 교수법 그리고 전통공예체험 등
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의 문화유산교육 확산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답
사, 연구 활동, 체험학습 등 학습공동체 지원 사업이 있고 문화유산교육전문가 양성과정
도 있다.
청소년의 무형문화유산 체험, 교원의 직무 연수, 문화유산 교육전문 강사, 현장에서 자
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유산 교육 지원 등 학교 교육 과정의 배후에서 전방위에 걸친
9) https://www.kous.or.kr “한국문화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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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일반인들이 취미로 접근하는 기초과정
에서 전문과정으로 연결되는 교육도 무형문화유산의 보전과 전승에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2) 전수교육관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공간으로, 1973년부터 문화재청이 시·도와
공동부담으로 전수교육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체계는
이수자, 전수교육조교를 거쳐 보유자에 이르고 통칭하여 전승자라고 부르며, 이와 같은
체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수교육관을 건립하고 지원한다. 원래는 국가 및 시·도무형문
화재를 전수하는 목적으로 전승자를 위해 만들었지만 일반에도 개방하여 무형문화유산을
배우고 체험하며, 공연과 전시를 함께 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10)
먼저 한국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을 위하여 문화재청이
건립하였고 한국문화재재단이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기능과 예능 보유
자 및 단체의 전승활동이 이루어지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입주시켜 전수교육, 일반
인강습 등을 지원하고 전통공연과 전시, 체험 등 사람들이 전통문화를 경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예능종목은 8개 단체, 기능종목은 12개 공방이 입주해
있다. 공예와 관련된 기능은 갓일, 매듭, 조각, 악기, 궁시, 입사, 자수, 침선, 소반, 각자,
화각 등이 포함된다. 기능보유자의 공예품 제작과정과 완성된 작품을 일반에 공개하고 공
예기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전국에 있는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여러 지역에 건립되어 있다. 전국 152개의 전수교육관이 운영되고 있으며(2018. 12. 31.
기준), 국가지정 및 시·도지정 종목이 입주하여 활동한다. 전승자 교육이 이루어지고 무형
문화전수학교를 운영하며,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체험교육 및 공
연·전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3) 전통문화교육원

전통문화교육원은 문화재수리·복원 전문인의 체계적인 양성과 문화재 수리·보수에 종
사하는 기술자 및 기능인의 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11) 정규 교육의 기회가 많
지 않은 상황에서, 기능자 양성과 기능인의 재교육이라는 두 방향을 위하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문화재수리 기능인양성과정은 장기교육이며, 기초과정, 심화과정, 현장위
탁과정으로 구분된다. 전통기법 숙련을 위한 기초교육은 옻칠, 소목(창호), 단청, 배첩, 도
금, 철물(장석, 대장간), 모사 등이 개설되고 고급기능 숙련과 문화재 수리역량 배양을 위
한 심화과정은 옻칠, 소목(가구), 단청, 배첩(보존처리), 철물(장석, 대장간), 모사(불화), 보
존처리(지류) 등이 있다. 한식석공(가공, 쌓기), 석조각, 한식미장, 번와와공, 대목, 드잡이,
10) 이상희, 전칠수, 「지역 전수교육관의 문화융합을 위한 공간 개선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8-11(2017),
pp. 299-306; 김지희, 이영학, 「무형문화유산 기록화와 전수교육관에 대한 연구」, 『기록학연구』 56(2018),
pp. 147-182.
11) https://nuch.ac.kr/ectc, “전통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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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 등 실내교육이 어려운 종목은 현장위탁과정을 활용한다.
기초과정은 전통 기법과 도구, 재료 등에 관한 기능숙련 교육을 실시하며, 심화과정에
서는 숙련도를 높이면서 실제 문화재수리실습을 통해 현장의 적응 능력을 키운다. 각 종
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도의 기능숙련도가 요구되는 종목은 심화과정을 개설하였고 세
분화가 필요한 종목은 교육과정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전승교육과 유사
하지만 문화재수리기능을 병행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단기교육은 직무, 전문, 사회, 국제 과정으로 구분되며, 전통문화 및 문화재 관련 분야
담당자 교육, 문화재 관련 전공자 및 종사자와 문화재 수리 관련 자격소지자 등의 전문성
향상, 다문화가정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와 문화재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
육, 외국인을 위한 과정 등이 있다. 문화재 보수 관리, 보존철학, 활용기획 그리고 매장문
화재, 건축문화재, 기록문화재,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등을 다루고 있다. 무형문화재 이해
과정이 포함되지만 동산문화재 관리 등 유형유산에 대한 내용이 다수를 차지한다. 한편
사이버 강좌를 개설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도 의미가 있다.
(4) 국립무형유산원

우리나라 무형유산 정책의 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국립무형유산원에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무형유산 전승자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국민들의 무형유산 향
유권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승자 맞춤형 교육 및 대국민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
해 노력하고 있다. 전문교육과 사회교육을 구분하여, 교육 방향과 진행 과정을 설정하였
다.12)
전문교육은 무형문화재 전승 입문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그리고 분야별 전승
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전통기술과 전통예능 분야 전승자 대상 단계별 교육에 힘쓰
며, 전수교육 교수역량 강화 과정 및 운영과 교수 인력풀 구성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무
형문화재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전수생,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모두 11개 과정을
운영한다. 무형유산 신규 이수자 입문 과정, 무형유산 전통공연·예술 실무자 입문과정(기
초) 및 실무 전문가 과정(심화), 무형유산 전통공예 창의적 사고 확장 워크숍, 무형유산
전통공예 창의공방 활용연구과정 및 레지던시(residency), 무형유산 전통공예 복원연구과
정, 무형유산 전수교육 교수역량 강화과정Ⅰ·Ⅱ 등의 과정이 있다.
사회교육은 무형유산 체험교육, 무형유산 청소년 진로탐색, 무형유산 대학 연계교육, 무
형유산 전통공예 토요공방, 무형유산 전통공예 시민공방, 무형유산 시민 풍류방, 민속놀이
및 세시풍속 체험 등 일반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7개 과정이 운영된다. 전국 무형문화재 전
수교육관과 국립무형유산원을 연계하는 사업도 추진하는데, 전수교육관의 거점 기관으로
종합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거점문화공간을 활용한 연대 프로그램 공동개발 등 협력망
의 마련을 실행한다. 이러한 활동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실태 연구 및 백서를 발간하고 교
육 컨텐츠 개발에도 관심을 두고 있어, 무형문화유산의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12) http://www.nihc.go.kr, “국립무형유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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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한국은 전통문화를 매우 중시하여 일찍부터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가졌고 1960
년대에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급격한 산업화의 시기를 거치면서 사
라져가는 전통의 무형문화유산을 긴급하게 구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주도의 보
호와 전승을 목적으로 강력한 제도를 정립해 나갔다. 이후, 2000년대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한국의 무형유산이 주목받으면서, 관련 연구와 법규의 재정비가 촉발되고
교육에 대해서도 더욱 주목하게 되었다. 또한 2003년 ICH 협약도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했다.
무형문화유산은 주로 체험형 교육을 통해 일반에 소개되었고 기본적인 이해와 표현,
그리고 감상이나 평가 등으로 구분하여 학습되었다. 1990년대까지는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운영하는 한국의집과 같은 공간을 통해 우리의 전통 생활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가 마련되었지만 현재는 전국에 걸쳐 152개에 이르는 전수교육관을 통해 접근성이 높아
졌다. 또한 1995년부터는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를 열어 기초과정에서 전문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다. 2003년에 개관한 한국문화의집은 학생에서 성인, 교사에서
관련 전문 강사 등 수요에 필요한 여러 종류의 교육 과정이 개설되었다. 전통 공예 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아니라도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
한편 보다 전문적인 인력 양성과 다양한 교육 기회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2008년
에 전통문화교육원이 개원하여 역할을 담당하였다.13)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재
교육하며, 담당공무원에서 일반 국민들까지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이론과 체험 교육의 장을 이끌고 있다.
2011년 7월 유네스코 C2 센터로 공식 설립된 유네스코아태무형문화센터(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ICHCAP)와 2013년 국립무형유산
원의 출범은 의미 있는 전환을 예고했다. 우리나라 무형문화유산 관리의 중심 역할이면
서, 나아가 세계무형문화유산과 교류하고 연구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주체로 향
후 활동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 분야에서도 전문교육과 사회교육을 여러 방면
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시민의 의식은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상당히 높은 반면, 실
제적인 관심도와 인지도, 경험도 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14) 전통의 계승을 당연
하고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무형유산과 나는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받아
들이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일반 시민 대상의 교육 방식에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까지 주로 정부 주도의 문화재 보호를
13) 전통문화교육원은 전통문화대학교에 소속되었고 대학은 1996년 학교 설치령이 제정되어 2000년에 개교하
였다. 문화재청 산하의 특수목적 국립대학으로, 전통 문화의 계승과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활용을 위한 전
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전통문화와 문화유산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대학의 설립 시기는 2000
년대 이후의 변화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2017년 신설된 무형유산학과(Dep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tudies)도 시대적 조류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존의 학과 대부분이
유형유산을 주로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무형문화유산 분야의 연구와 전문가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4) 오정심, 「무형문화유산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인식에 관한 실증적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9(2015), pp. 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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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해 왔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협조자로 시민을 인식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제는
개인, 단체, 공동체가 무형문화유산의 주체자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무형유산은 보통 사람들의 삶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일 때, 빛을 발하며 계승될 수
있다. 공예 기술 분야에서도 단순히 체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 관심을
갖고 관련된 문화를 함께 즐기면서 공예품의 소비자로 연결될 수 있어야 자생적 발전이
가능하다. 공예 기술 분야를 체험한 후,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유형유산을 바라보는 시선
은 새로울 수 있다. 2000년대부터는 유형과 무형유산의 조화를 활용한 통합형 교육도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5)
기존에 ‘세계적으로 뛰어난 가치가 있는(outstanding universal value)’ 유형유산을 찾
는 것에서, 문화유산의 다양성과 평등성을 바라보며 시야를 확장하고 무형에 새로운 의미
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유형유산의 가치는 보이지 않는 무형으로 수반되는
모든 것을 포함할 때, 온전하게 존재할 수 있다.16) 유형과 무형, 물질문화와 비물질문화로
구분하기 보다는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무엇에 기여했으며,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대하
여 질문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에 관한 다양한 시도가 발전을 거듭하기
를 바란다.

15) 홍애령,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의 가능성 탐색」, 『무용역사기록학』 32(2014), pp. 257-274.
16) Dawson Munjeri,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from difference to convergence”, Museum
International vol. 56, no. 1-2 (2004), pp. 12-20.

토론 4: 한국사례에 대한 토론문

솔레다드 나탈리아 달리제이, 딜리만
필리핀국립대학교
이 발표문은 한국의 유산 교육 기관 4곳에 대한 간략하지만 상세한 소개를 제공하는 매
우 유익한 발표문이다. 저자는 한국인들이 다양한 교육 전략을 통해 유산을 보호하고 증
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문화 유산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통 지식과 공예에 대한 일반 대중의 교육뿐만 아니라 무형유산의 홍보와 보호를
위해 전문가와 지식 보유자 스스로 지속적인 교육을 보장하는 교육 전략에 지혜를 보여
주고 있다.
이 발표문의 첫 장은 무형유산에 대한 사실적이며 유익한 내용을 제공하지만 결론적으로
한국의 무형유산의 미래에 대한 저자의 우려를 더 많이 읽을 수 있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관심을 유도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형유산에 관심 부족에 대한 발표자의 안
타까움을 느낄 수 있었다. 무형유산 보유자의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무형유산의 세대 간
전승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하지만 전승에 대한 관심 부족은 무형유산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든다.
근대성의 참신함과 사용 용이성은 젊은이들을 매혹시켰다. 이것은 전통 공예이든 삶을 영
위하는 방식이든, 모든 것들은 젊은이들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어야 계속적으로 전승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어쩌면 많은 청년들에게 ‘전통’은 자기 삶의 일부가 아니기에 그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 것이다.
나는 저자의 결론에 나타난 두 가지 점에 동의한다. 첫째, 무형유산은 박물관을 위한 것
이 아니다. 저자는 “무형유산은 보통 사람들의 삶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일 때, 빛을 발
하며 계승될 수 있다.”라고 썼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무형유산이 청년을 포함한 보통
사람들의 일상 생활과 관련 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 무형유산
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무형 문화 유산을 향유하고 생활하는 것에 관한 교육
은 정규 교육의 일반적인 통로를 뛰어 넘어야하며 이때 무형유산 홍보에 있어서 지역 사
회 참여는 필수적이다.
둘째, 문화의 유형과 무형의 차원이 실제로 얽혀있다. 무형 유산은 유형 유산을 통해 형
태와 기능을 취한다. 또한 유형의 유산을 사람들의 삶에서 의미 있게 만드는 네러티브와
이야기는 무형 유산의 일부이다. 문화의 유형적인 측면은 무형의 중요한 기억 장치로 작
용할 수 있으며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산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살 수 있게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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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통찰은 특히 무형 문화 유산 보호에 중요하다. 저자가 발표문에서 언급 한 다
양한 교육 기관이 이런 문제를 다루는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해주길 바란다.
교육 기관은 교육 이외에도 연구 및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나는 연구와 이런 확장
된 활동들이 위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정부와 민간 부문과
의 파트너십을 통해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발표
문에서 이미 언급되었지만, 한국 정부도 무형유산 보호에 있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무형유산 보유자에 대한 정부 승인 및 보조금이 제도화 될 수 있을
것이며, 민간 기금을 통해 지역 사회와 청소년들에게 무형유산을 홍보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나의 초기 생각이며, 다양한 분들과 더 많은 논의를 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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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참가자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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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약력

기조발표

은 유네스코방콕사무소 문화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을 포함하는 아태지역에서 무형유산보호협약 관련 활동을 비롯한 다수의 문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그녀는 문화의 역할과 문화유산의 진흥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인류학 전공자로 동남아시아 및 국제 개발 분야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의 참여와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두엉

비치

한

세션 1

교수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을 가르치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인류학 학사학위를 받은 후 하버드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세계유산분과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무형유산보호를 위한 2003
협약 퍼실리테이터 및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심사기구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상미

교수는 네팔의 건축가이자 유산 전문가이다. 위스콘신-밀워키 대학
및 마노아에 있는 하와이 대학에서 건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네팔 트리부반
대학교에서 건축학(학사)을 수학하였다. ‘아시아 문화유산 관리: 컨텍스트, 우려 및 전망
(Routledge, 2013)’의 공동 편집인이며 최근에는 네팔에서 ‘건축 환경 및 관련 사례에
대한 고찰’이라는 책 시리즈를 발간하였다. 이 중 두 권이 현재까지 출간되었고 3호는 곧
출간 예정이다. 인도의 세계 자연 유산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기관
펠로우이며 현재 유, 무형 유산뿐 아니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담론과 관행을 종합한
통합 유산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인도의 아메다바드대학교의 유산 관리 센터를
담당하고 있다.
닐카말 차파가인

교수는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민속학 전공)로 서울대학교와 독일
뮨헨대학교에서 민속학과 문화인류학을 전공하였고 독일 뮨헨대학교에서 시베리아
샤머니즘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민속문화 이론 일반과 종교와 사회
민속, 문화재와 박물관 민속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현재 북한 민속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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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는 필리핀 대학에서 개발 커뮤니케이션 및 순수미술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파나나우8의 편집자이며 ‘파나이섬 및 기마라스주의 전통적인
지식 체계(2018)’를 편집하였다. 필리핀 일로일로 현대 미술 박물관에서 큐레이터로
활동하며 현재 필리핀 비사야스 대학에서 계획 및 개발 분야 부총장을 역임하고 있다.
마틴 게노데파

는 홍콩중문대학교에서 일본학 문학 학사, 문화 경영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홍콩 대학에서 문화유산 관리 PgDip을 취득 및 졸업하였다. 공인된 건축
유산 보존 전문가,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 및 도코모모 홍콩지부의 회원이기도 하다.
더불어 홍콩 대학교의 문화 유산 관리 교육 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이자 유산 복원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매니저였다. 현장에서 견고한 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현재 지역의
지속가능성 프로젝트를 위해 홍콩대학의 지속가능성 연구를 위한 정책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다.
야우 와이 유

세션 2

실장은 문화유산 분야 국제 전문가로 호주 퀸즐랜드대학교에서 문화유산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형유산 분야 유네스코 카테고리 2 센터인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정책개발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영국 캠브리지스칼라퍼블리싱에서
출간한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Governance: An Asia-Pacific Context (2013)’ 의
저자이며, 무형유산 전문지 ICH Courier 의 편집장을 맡고 있다. 중앙대학교 및 국립전북대학교
등에서 문화유산 관련 강의를 다수 하였다.
박성용

는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에서 토목 공학 학사 학위를, 교토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연구 관심사는 태평양 지역 건축물의 지속 가능성과 주로
태평양 제도와 동남아시아에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현재에는 교토 대학의
대학 연구 교수로 일하고 있다.
아야코 후지에다

학예연구관은 연세대에서 한국학(한국전통사회와 문화)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국립무형유산원 학예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중부대, 한남대 등에서 한국민속학을 가르쳤으며, 현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겸임교수이다. 저서로는 『태안 설위설경』(민속원, 2008),
『서산의 법사와 앉은굿』(공저, 서산문화원, 2015)등이 있다.
임승범

한국전통대학교 초빙교수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예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을 지냈으며,
경기도 및 충청남도 문화재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이고
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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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ICOMOS-KOREA) 회원이다.
서울대학교에 출강했으며,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강의를 맡고 있다.

홍익대학교와

는 딜리만 필리핀국립대학교 인류학과 교수이다.
솔레다드는 재난의 인류학, 젠더, 섹슈얼리티, 음식, 문화와 의료 생태학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솔레다드 교수는 무형유산과 재난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기억의 도구로서의 무형유산과 재해 회복력을 위한 무형유산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솔레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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