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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의 지식공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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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정보화 전략과 과제

박원모ㅣ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전산정보관리팀장

1. 들어가는말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함께 형성된 이른바 정보화 사회는 여러 가지 부

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지식과 정보의 원활한 보급, 의사소통의 촉진, 생활의 

질적 향상 등 인류 사회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보급

은 전통적인 정보 서비스의 개념을 철저하게 수정하고 새로운 환경을 만들고 있

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생성되고 있는 네트워크(networking), 상호협력

(cooperation) 및 디지털화(digitization)의 가능성은 정보와 지식을 취득

(acquiring)하고, 보관(storing)하고, 유포(disseminating)하는 기능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문화유산 분야에 있어서도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즉, 끊임없이 진보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와 진흥에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전통적인 방법이 아닌 

새로운 양식의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고양되고 있다. 무형문

화유산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문화다양성의 

증진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태 지역의 여러 국가들 중에는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못한 나라들도 많이 있다. 센터는 오늘날 정보가 인류의 

발전과 평화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음을 인식하면서, 향후 정보통신기술의 비약



적인 발전과 정보 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이들 개

발도상에 있는 국가들의 정보통신기술 관련 역량을 강화하게 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보통신기술을 아태지역 무형문화유

산 보호 및 증진 사업에 적극 활용하려고 한다. 대한민국은 이미 관계 부처에서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기술 관련 

협력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센터는 아태지역 국가 또는 기관들이 무형문화유산 아카이브를 구축하도록 지

원하고 이미 구축된 아카이브에 대해서는 상호협력 체제 하에서 웹사이트를 서로 

연결한 통합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사용자들이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한 보다 많

은 지식과 정보에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이용한 이러닝(e-learning) 시스템을 개발하여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여러 가지 교육 및 홍보 콘텐츠

를 제작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의 인식 제고에 공헌할 것이다. 또한 센터는 진보

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환경 속에서 센터와 협력 관계에 있는 아태지역의 국

가 혹은 기관들과 함께 온라인상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무형유산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2. 센터의 중점 기능

  센터는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특히 발달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창조적

으로 활용하여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온라인상의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쉽

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아태지역의 문화다양성의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헌하고자 다음과 같이 중점기능을 설정하였다.

  1) 중점기능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중점기능은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 및 

네트워크’이다. 즉,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련 정보를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수

집하고 보급함으로써 아태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 및 네트워크’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기본 자



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아카이브 구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축적된 자료들

은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때 비로써 재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2) 주요개념

  센터의 중점 기능인 ‘정보 및 네트워크’의 주요 개념으로 ‘정보’와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보았다.

 

  • 정    보 : 센터의 활동에 있어서 ‘정보’란 끊임없이 진보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생산하고 디지털 형식으로 가공․제작할 뿐만 아니

라 네트워크를 통해 보급․확산하는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정보의 유통과정 

전체를 의미한다. 

  • 네트워크 : 그리고 ‘네트워크’는 정보의 유통과 관련된 모든 과제를 수행하

기 위한 인적․물적 관계로, 지역사회 혹은 그 대표자들, 전승자, 전문가, 전문

센터 및 연구기관 등을 비롯하여 일반대중에 이르기까지 센터의 활동과 관련

해서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 및 관계 기관의 네트

워크를 일컫는 것으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상의 네트워크도 포함한다.

센터는 ‘정보’와 ‘네트워크’에 대한 상기에 제시된 개념을 바탕으로, 진보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생산하고 

보급할 수 있는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고자 한다. 센터

가 구축하고자 하는 아카이브 시스템은 단지 자료만 수집․정리하는 전통적인 의미

의 아카이브가 아니라 정보의 유통 개념을 포함하는 메커니즘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3) 주요전략

  센터는 아태지역의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축적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무형문

화유산 보호와 진흥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한 ‘정

보 네트워크’를 구축함에 있어서, ‘정보 네트워크’ 기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추진 전략을 설정하고 있다.



  • 아태 지역 역량 강화 : 센터는 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아태지역 회원

국들이 자국의 무형문화유산 목록 작성과 기록 작업 등을 통해 무형유산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생산할 수 있도록 관련 활동들을 지원하고 획득된 정보들

을 효율적으로 관리·저장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형식으로 제작·가공하여 온라

인을 통해 일반대중에 널리 보급·확산할 수 있도록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기

술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회원국들이 무형문화유산 정보 역량 강화

에 주력하고 있다.

  • 정보 네트워크의 구축 : 센터는 아태지역의 무형문화유산 관련 아카이브를 

구축함에 있어서 그 자료 및 정보가 센터로만 집중되는 중앙 집권적인 형태

의 아카이브가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하여 아태지역의 개별 아카이브가 각자

의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하는 유기체적인 형식의 정보 네트워크를 구

축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서 센터는 아태 지역의 전문가 및 관련 기

관들과 협력하여 각각의 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개별 아카이브를 네트워크

로 연결하기 위한 메타데이터를 개발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 정보화 관련 자료의 활용 : 센터가 구축하려고 하는 아카이브는 단순히 자

료를 모아놓는 저장 창고의 역할만이 아니라, 원본 자료를 2차, 3차로 제작, 

가공하여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뱅크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담당할 것이다.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진흥을 목적으로 아카이브에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여 일반대중, 특히 청소년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상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이러닝 시스템을 운영하

는 등 다양한 이용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 종합정보센터 역할의 수행 : 센터는 무형유산 관련 기록 자료를 비롯하여 

보호 제도 및 정책 현황, 관련 행사 및 이벤트 정보, 관련 디지털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종합정보센터의 역할을 담당함으

로써 사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관련 정보에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

다. 센터의 아카이브 시스템 속에서 유통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과 관계된 각



종 자료와 관련 정보가 관계기관 및 전문가를 비롯하여 일반대중에 이르기까

지 보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에 적극 활용될 수 있

도록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3. 센터의 전략과제

  협약은 제 2조 3항에서 ‘보호(safeguarding)’의 개념을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

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 또는 조치로서 정의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은 

계속적인 상연, 재생, 지속 또는 복원된 전승을 보장하는 조건들을 보호하고 복구 

또는 창조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지정(identification), 기

록(documentation), 연구(research), 보전(preservation), 보호(protection), 증진

(promotion), 선양(enhancement), 전승(transmission), 교육(education) 등의 조치 

및 수단을 나열하고 있다. 또한 1989년에 채택된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과 관

련된 최초의 규약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문화 및 민속의 보호에 관한 권고안’은 

‘민속’에 대한 정의(definition)와 함께 지정(identification), 보존(conservation), 보

전(preservation), 보급(dissemination), 보호(protection), 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등의 조치 및 수단을 열거하고 있다.

  센터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수단 및 조치들을 고려하면서, 

상기의 네 가지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센터의 전략과제를 다음과 같

이 다섯 가지로 설정하고 있다. 

  •지정․기록(identification & documentation) : 무형문화유산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을 인식하고 그 변화의 추이를 이해하기 위한 지정 조사와 기록 작성 

지원

  •전승․교육(transmission & education) : 무형문화유산 전문가 양성 및 공식·

비공식 교육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보급․선양(dissemination & enhancement) :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일반대중 

특히, 청소년의 인식 제고를 위한 무형문화유산 보급 및 선양 활동 증진

  •정책․제도(policy & system) :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관련 정책 자료 



및 회원국 무형문화유산 관련 법적, 행정적 제도 정보 보급

  •교류․협력(exchange & cooperation) : 무형문화유산 보호 관련 정보 및 지식

의 원활한 교환을 위하여 관련 조직 간의 국제적, 지역적 협력 강화

  즉, 센터는 첫째, 아태 지역 무형문화유산 연구정보 기반 구축을 위하여 무형문

화유산 지정 조사 및 기록 작업을 지원하고, 둘째, 무형문화유산 관련 전승자 교

육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재를 개발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셋

째, 전시․공연 등의 공개행사, 관련 도서 출판, 문화 상품 개발 등을 통한 무형문

화유산 보급 및 인식을 제고하고, 넷째, 전승 체계 확립을 위한 무형문화유산 보

호 관련 법적, 행정적 제도와 정책 관련 정보를 보급하며, 다섯째,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아태 지역 내 국가, 단체 및 전문가 등의 교류 협력 네트워크를 구

축하는 과제들을 수행할 것이다. 여기서 마지막 다섯 번째 과제는 무형문화유산 

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그러한 조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수

단으로써 지역 및 국제적 협력 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1) 무형문화유산 지정 조사 및 기록 작업 지원

  인류의 정신적 활동의 소산인 무형의 문화유산을 조사하고 분류하여 목록을 작

성하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유형화된 자료를 활용하여 아카이브를 구축하

는 것은 무형문화유산이라는 대상을 실체화하는 과정으로서 보호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작업이다. 다시 말해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지정 조사와 기록 작업은 

이들의 보호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치이며 필수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즉, 일정한 형태를 지닌 유형의 문화유산과는 달리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창조

되는 무형문화유산은 보호하고자 하는 유산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남김으로써 그 원리와 맥락을 인식하고 변화 과정과 추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된

다. 여기서, 지정 조사(identification)란 무형문화유산을 구성하고 있는 특정 종목

에 대한 기술적 설명이고, 기록 작성(documentation)은 유형의 양식을 통한 무형

문화유산의 채록(recording)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정 조사는 조사 과정에서 기록 

작업을 수반하고 그 결과로서 목록을 작성하게 한다.

  협약은 모든 당사국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목록을 작성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유산의 목록 작성에 

지역사회, 단체, 해당되는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1989년의 유네스코 권고안은 국가 단위

의 목록을 작성하고 조사 및 기록 체계를 구축할 것을 장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수집된 자료를 적절히 보관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

는 국가 수준의 아카이브를 구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센터는 무형문화유산 목록 작성 및 기록 작업을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생산된 

무형문화유산 관련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아카이브를 구축함으로써 

아태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개발도상국들의 무형유산 국가 목록 작성을 지원하는 한편, 무형문화유산의 

기록 방법 전수 및 필요 장비 지원을 통해 아태지역의 무형유산 보호 역량을 강

화하고, 훼손된 무형문화유산 관련 기록 자료들을 복원하고 디지털화하여 활용성

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센터는 각 지역의 아카이브들을 연결하는 연

계망을 조직하여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귀중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의 정보 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하려고 한다. 

  2) 무형문화유산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무형문화유산은 세대와 세대 간의 전승에 의하여 지속되는 것으로 공동체 및 

단체가 환경에 대한 응전, 자연과 역사의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것이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의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해당 무형문화유산을 전승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 공식‧비공식의 교육현장을 통해서 일반대중 특히, 청

소년들에게 무형문화유산을 전파하는 것은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 또는 수단 중에 하나이다. 또한 세계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무형문화유산의 

보호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역에서는 특히 무형문화유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협약은 회원국으로 하여금 일반대중,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식제

고 및 정보 프로그램, 관련 공동체 및 집단 내의 특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무

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관리 및 과학적 연구 등 능력 배양 활동, 비공식적 지식

전수 수단 등을 통해 무형유산에 대한 인식·존중 및 고양의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1989년 권고안은 폭넓은 의미에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존경심을 강조

하고 문화다양성과 다양한 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과정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의 설계와 보급을 유네스코 회원국의 권고 사

항으로 명시한 바 있고, 또한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차원에서의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훈련도 강조한 바 있다.

  무형문화유산은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하여 그 생명력을 유지시키는 것으로 전승

을 위한 교육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있어서 중요한 조치 중

에 하나이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무형문화유산 관계 

전문가 및 관리자 양성과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역량 강화 장치가 필요하다. 그

리고 무형문화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일반대중들에게 전파하고 인식을 증진시키

는 것은 무형문화유산의 실제적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센터는 무형문화유산 전승 및 교육과 관련하여 목적과 대상에 따라 크게 세 가

지 범주, 즉, 무형문화유산 자체에 대한 전승 교육, 관련 전문가의 양성 혹은 역

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그리고 일반대중, 특히 청소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

한 공식․비공식 교육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실천적 활동으로서 이들 각각에 

대한 교육과정 및 교재를 개발하고,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

라,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여 기존에 개발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운영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특히 무형유

산보호협약 이행을 위한 역량 강화와 관련한 훈련 부분은 파트너 기관인 중국 센

터와의 협업을 강화할 것이다.

  3) 무형문화유산 보급 및 인식 제고

  무형문화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대중들에게 전파하고 그들의 인식을 제고하게 

하는 것은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을 보존하고 지속하게 하는 필수적인 조건 중에 

하나이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 중에서 ‘보급’ 활동은 

일반대중의 참여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특히 청소년들에게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서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전승되는 무형문화

유산의 보호에 기여하게 한다.

  1989년의 권고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행사, 세미나, 출판 등 대중이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공개적인 성격의 행사 및 사업 이외에도 그러한 내용들을 뒷받침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 정책적 조치까지도 포함하는 것을 ‘보급’의 범

주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협약은 당사국들이 모든 적절한 수단을 동원하여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증진, 존중 및 이해를 도모할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더욱이 문화유산을 창조, 유지, 전승할 수 있도록 당사국이 공동체, 관련 

단체, 해당되는 개인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많은 주체들이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인식의 전환은 한 번에 이루어지기 보다는 잦은 접촉과 경험들을 통해 점진적

으로 이루어진다. 무형문화유산의 보급 및 진흥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서 대중

에게 직접 찾아가 직접 실연자들과 함께 호흡하며 느끼게 하는 ‘공개’ 행사는 무

형문화유산의 보급 및 인식 제고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

안 대한민국이 다양한 전시 ․ 공연 사업 및 체험행사 등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센터는 아태지역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이들과 협력하는 공개 

행사를 ․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센터는 일반대중의 인식 제고를 위한 무형문화유산 보급 활동의 일환으로 

출판 및 홍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센터 활동에 대한 소식지를 비롯하여 무형

문화유산에 관한 다양한 출판물과 홍보물을 제작하여 보급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

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센터는 IT 분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

로, 인터넷과 대중매체에 의존하는 현대 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인터넷을 통한 홍

보를 활발히 전개하고, 대중에게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며 

이를 상품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나갈 것이다. 이러한 사업들과 관

련된 시청각자료 및 관련 서적들도 꾸준히 제작 ․ 출판해나갈 것이다.

  4) 무형문화유산 제도 및 정책 관련 정보 보급 

  무형문화유산은 문화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 가치와 보호의 필요성은 국제화 시대에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국제사회 역시 

그러한 가치를 보호하고자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도를 도모하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1989년에 채택된 ‘유네스코 전통문화 및 민속의 보호에 관한 

권고’로부터 국제적으로 무형유산에 관한 가치 인식이 명문화되었고 2003년 유네

스코 협약을 채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호

(protection), 즉 무형유산을 소유한 개인의 보호에 초점을 맞춘 좁은 의미에서 

출발한 무형유산 보호 체계 및 제도는 협약에서 좀 더 광범위한 보호

(safeguarding) 개념으로 확대되었으며 개인을 포함하여 국가 및 국제적인 차원을 

아우르는 규범적 성격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데 있어 협약 제11조 및 제12조는 ‘당사국의 

무형문화유산의 국내적 보호 의무 및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하기 위

한 목록 작업의 이행을 제안한다. 또한 협약 제13조에서는 보호를 위한 ‘기타 조



치’들은 당사국 영토 내에 현존하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 개발, 증진시키기 위하

여 기술적, 행정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제안하는 등 제도설립의 중요성을 명시하

고 있다. 실제로 제도적인 뒷받침이야말로 무형유산보호 활동에 있어 ‘무형유산의 

소멸’, ‘전승교육의 부재 및 부실화’, ‘관리의 공백화’ 등에서 비롯한 위기 요인에 

대해서 체계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제도적 중요성을 동감함에 따라서 협약 ‘운영지침(operational 

directives)’을 채택하고 보호 활동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국내적 수준의 보호 제도 

구축과 국제 수준의 협약과의 상호연계 및 협력을 당부하고 있다. 즉, 대표목록 

또는 긴급보호목록의 등재, 국가 목록 작성 및 국가 관행(practices)을 존중하면서 

관련 제도 발전 등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이 제공되는 것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발전된 것이다. 

  더 나아가 국제사회는 무형문화유산 그 자체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을 보호함으

로서 파생되는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기 시작했다. 1989년 권고안에

서부터 중요하게 다루어온 지적재산권 관련 사안들이 1999년 세계지적재산권기

구와 유네스코 공조 속에서 예컨대, ‘아태지역 국가의 민속 표현에 대한 보호’ 권

고안으로 구체화 되었으며 관련된 후속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무형유산은 그 논의의 범위를 무형유산 보호 제도 구축 및 발전을 통한 후속 사

안까지 확장되고 정착되어가고 있다. 

  변화를 거듭하는  무형유산보호협약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각국의 보호 

정책과의 조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 개발 및 법적, 행정적 제도 구축에 있어 회

원국들의 노력을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의 기록 및 지정, 전승, 활

용 및 보급하는데 있어서 파생되는 다양한 정책적 문제점도 아우를 수 있는 종합

적인 정책 연구 분야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의 지평

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유산의 자료 확충은 물론 동 유산의 활동과 보급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즉 활용의 범위, 공유의 정도, 활용 및 문화 컨텐츠 개

발에 있어서 소유권과 권리, 정토통신기술을 활용 한 보급 등에서 파생되는 다양

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올바른 지침을 확립하고 제공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센터가 수행하고자 한다.   

  5)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력 네트워크 구축



  2003년에 무형문화유산협약이 채택된 이래 2008년8월 현재까지 아태지역에서

는 13개의 국가가 협약에 가입하였고 각국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관련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협약 가입 당사국의 수가 증가

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무형유산 보호에 관한 경험 및 관련 인프라의 부족, 

파트너십 공조 기반 미비 등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보호 프로그램, 프

로젝트 및 활동을 전개하는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유네스코

는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고 무형유산 보호 활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시행해봤던 전문기관 등을 통한 개별적인 접근 방식을 활용하기보다는 분야별 전

문가, 전문기관 또는 비정부기구 등의 연대를 통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

는 것이 더 나은 상승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언급한다. 특히 유네스코는 다양

한 분야의 협력 관계를 맺고 다자적인 접근을 통해서 문화 분야의 역량 강화 활

동을 주요 전략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협약 운영지침’에서도 언급

하고 있듯이 다양한 주체들 즉, 공동체, 단체, 해당되는 개인, 전문센터, 연구소 

및 정부기관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수렴하여 무형유산 

보호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쪽으로 활동 방향이 점차 변화해가고 

있다. 

  그리고 유네스코는 문화 분야의 다자적 접근성과 관계자 간 상호 소통의 기회

를 높이기 위하여 혁신적인 도구인 미디어나 정보통신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도

록 장려하고 있으며 실제로 웹사이트를 통해서 무형문화유산의 의미에 대한 광범

위한 보급, 보호 활동 노하우 및 각국의 정책 사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다자적 접근을 위하여 유네스코는 회원국들과 협력 하에 관계 전문가와 

기관들의 네트워크를 점진적으로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 유네스코는 

지역 문제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전문가 간 인적 네트워크

를 구축하고 전문 센터 설립을 장려하는 분산화(decentralizing) 정책 기조를 표명

한 바 있다. 

  이런 관점에서 아태무형유산센터 역시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에서 최상의 결

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고안된 센터의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으로부터 



축적된 다양한 주체들 간의 연계망을 구축하여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의 다양한 

정보를 망라하는 게이트웨이(gateway)로 거듭나고자 한다. 아태지역의 개발도상

국 및 저개발국은 실제로 개별적으로 좋은 인적 자원과 무형문화유산 보호 관련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을지라도 접근성의 문제로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이 사실이다. 따라서 센터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무형유산 분야의 국내, 단

위지역, 지역 및 국제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상호 자문을 제공하거나 전

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이러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무형유산

에 관한 현장 소식 및 각국 동향 등 다양한 자료를 교환하고자 한다. 센터의 활

동은 무형유산에 관한 지식의 활용과 보호, 창조 및 분배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무형유산 보호 활동에 공동체, 단체, 전문센터, 연구소 및 해당 가

능한 개인 등의 참여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4. 센터의 주요활동

  센터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수단 및 조치로서, ① 지정 및 기록, ② 전

수 및 교육, ③ 보급 및 선양, ④ 제도 및 정책, ⑤ 교류 및 협력 등을 전략과제

로 설정하고,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한 ‘정보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

음과 같은 주요활동들을 수행하려고 한다. 센터는 이들 수단 및 조치가 정보 네

트워크를 구축함에 있어서 아태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가시화하고자 한다. 

  •지정 및 기록 : 무형문화유산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를 인식하기 위한 현황 

조사 및 그 변화의 추이를 이해하기 위한 기록 작성.

    =>국가별 목록을 만들고 기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획득된 관련 자료와 정

보를 디지털 과정을 거쳐 아카이브에 축적한다. 특히 센터는 아태 지역의 

전문기관들과 함께 가이드라인 혹은 매뉴얼을 만들고 각각의 기관이 아카

이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아카이브 간의 연계망을 구축할 것이



다.

    [지정 조사]

     - 현황조사 :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책 및 제도, 국가 목록, 관련 기관, 주요 

행사, 요구 사항 등 아태지역 각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현황 조사 실시

     - 국가 목록작성 : 국가 목록작성을 위한 각국 전문가들의 현지조사 지원 

및 수집된 자료의 안정적 관리와 효율적 보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개발

     - 협약 목록 보급 : 협약 관련 무형문화유산 목록 정보 보급, 무형문화유산 

보호 모범사례 보급 등 협약 이행 장려를 위한 각종 활동 추진

    [기록 작성]

     - 기록 작성 : 무형문화유산 기록 작성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개

도국을 대상으로 한 기록 작성, 특히 영상 기록 역량 강화를 위한 영상제

작 지원 사업 추진

     - 자료 복원 및 디지털 변환 : 자료 보존의 안정성 및 효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후 되거나 훼손의 위험에 처해 있는 관계기관의 무형문화유산 

관련 자료를 복원하거나 디지털로의 변환하는 작업 수행

     - 아카이브 구축 : 자료의 체계적 저장․관리하기 위하여 분류체계 및 메타데

이터를 개발하고, 웹 템플릿을 제작․보급을 통한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 구

축을 지원하는 한편, 무형문화유산 플랫폼을 통해 아카이브 간 연계망 조직

      

지 정 현황 조사 국가 목록작성 협약 목록 보급

기록 작성 자료 복원 및
디지털 변환 아카이브 구축기 록

  •전수 및 교육 : 무형문화유산의 지속적인 전승을 위한 교육자재 및 교육 프

로그램 개발 및 운영(중국 C2센터와 협력).

    =>아카이브에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과정 및 교육자재를 개발하고 개



발된 교육과정 및 교육자재를 사용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센터는 장기적으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을 위한 이러닝 시스

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것이다.

     - 무형유산 교육과정 개발 : 무형유산보호 및 전승과 관련하여 전문가, 관

계자, 연수자 및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과 교육자재를 개발하

고 아태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자재로 제작․보급 

     - 무형유산 교육프로그램 운영 : 개발한 무형유산 관련 교육과정을 활용하

여 전수교육, 전문가 연수과정 등의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태 지역

에서 관련 프로그램의 자체 운용에 대한 지원 제공 

     - 이러닝 시스템 구축 :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서 축

적한 노하우와 교육자재를 활용하여 이러닝 교육체계를 개발하고 향후 센

터의 포털 웹을 통해 해당 과정 운영

       

전승 교육 교육과정 개발 프로그램 운영 이러닝 시스템 구축

  •보급 및 선양 : 일반 대중, 특히 청소년들의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하여 무형문화유산 보급 및 선양. 

    =>아카이브 자료를 공연·전시·체험과 같은 공개행사, 온·오프라인상의 출판 

및 홍보 등 보급 및 선양 활동에 적극 활용한다. 뿐만 아니라 센터는 무형

문화유산 관련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여 온라인을 통해 보급할 것이다.

     - 공개 / 체험 행사 : 대중과 무형문화유산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활성화하

기 위하여 전시․공연 등의 공개 행사, 무형문화유산 교류를 위한 국제 페스

티발, 무형문화유산 체험 캠프 개최 지원

     - 출판 및 홍보 : 일상에서 쉽게 무형유산을 접할 수 있도록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무형문화유산 잡지 발간하고, 온․오프라인 센터 소식지 발간하며, 

무형문화유산 관련 홍보 영상물 제작․보급

     - 디지털 콘텐츠 개발 :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디지털 콘텐츠 개발 지원하고, 무형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공모전 개최하



며, 인터넷 및 미디어 산업과의 연계․활용 방안 마련

       

보급 선양 공개 행사
(공연 전시 체험) 디지털 콘텐츠 개발출판 및 홍보

  •정책 및 제도 :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의 정책 자료 및 회원국

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제도 관련 정보 보급.

    =>유네스코 정책 자료 및 각국의 보호 제도 등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한다. 센터는 특히 지적재산권에 대한 연

구를 통하여 무형문화유산 및 그와 관련한 자료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 제도 및 사례 관련 정보 공유 : 아태지역 각국이 자국의 사회문화적 특

성에 맞는 보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유산 보호 제도 및 활

동 사례에 관한 각종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

     - 유네스코 정책 자료 보급 :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유

네스코의 주요 정책에 관한 브로슈어를 제작·배포하는 한편, 유네스코의 

주요 자료를 아태지역 회원국 언어로 번역하여 발간

     - 무형유산 정보 관련 지재권 보호 : 무형문화유산 정보 공유를 위한 지적

재산권 이슈를 점검하고 각국의 관련 제도와 정책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

는 한편, 관련 매뉴얼 혹은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보급

         

제도 및 사례
정보 공유

유네스코
정책 자료 보급 지적재산권 보호정책 제도

  •교류 및 협력 :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한 정보와 지식의 교환을 위하여 

무형문화유산 관계기관 간의 국제적, 지역적 협력 강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력 네트워크 및 관계 전문가 풀을 구축한다. 센터는 



이와 관련한 기관 및 개인이 온라인상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지식 및 정보

를 공유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유산 관련 플랫폼을 개발하여 운영할 것이

다.

     - 무형유산 관련 기관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 무형유산 관련 기관, 전문

가 및 전승자 등 다양한 주체의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보호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 또는 공동 연구에 활용 

     - 무형유산 전문가 디렉토리 구축 : 무형유산 전문가 풀 및 전문기관 네트워

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유산 인물 및 단체 정보에 관한 온·오프라인

상의 디렉토리를 구축

     - 무형유산 플랫폼 개발·운영 : 아태지역 무형유산 관련 각종 아카이브 자

료를 수집하고 산재해 있는 각종 관련 웹사이트를 하나로 묶는 게이트웨

이를 통한 종합정보센터로서의 기능 수행

교류 협력 협력 네트워크 구축 무형유산
디렉토리 구축 플랫폼 개발·운영



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 정보화 전략과 과제에 관한 구상도

무형유산 협약 이행에 기여 공동체 참여 및 인식제공 정보의 조정 및 보급 지역적 및 국제적 협력 촉진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통한 문화다양성 증진 무형문화유산 진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사 명

목 적

중점기능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 네트워크’ (‘Information and Network’ based on the Archive)

전략과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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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종합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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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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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
무형유산 정보 수집과 관리를 위한 정보 기반 구축





인도의 무형유산 보호 활동과 
디지털 정보 구축

바이브하브�차우한ㅣ인도�사하피디아�담당관

  

디지털정보와� 무형문화유산보호� 플랫폼으로서� 사하피디아(Sahapedia)의� 중

요성

사하피디아(Sahapedia)는 인도 문화와 유산에 관한, 다국어로 지원되는 백과사전식 

웹 자원이다. 이는 사람들이 인도 문화와 유산에 대한 지식을 생성하고 이에 접근은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보교육프로젝트이다. 사하피디아는 관련 지식을 증진하고 

인도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다양성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개발하며 참여를 장려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하피디아의�철학과�전략

지식 자원으로서 사하피디아는 문화와 교육이라는 두 가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문화, 유산 그리고 예술 분야의 교육적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온라인 자원이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문화적 정체성, 차이, 

다중성 그리고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사하피디아의 이러한 노력은 세계와 

더불어 지역 차원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전 지구적인 사업이 되고 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문화자원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새로운 



매체를 통해 이러한 자원에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매체수단으로서 사하

피디아를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경험을 확대할 수 있다. 사하피디아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의 인터넷 사용자 공동체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도에 

대한 관심을 활용하고자 한다. 사하피디아는 웹상에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

츠를 만들어내는 사전 자원이자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는 

인도문화의 다양성과 맞아떨어지는 혁신적인 디지털 포럼으로 여겨진다.

사하피디아는 웹을 기반으로 구상되었다. 매체로서 웹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면서 

비선형적인 인도 문화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는 인도 문화유산의 특성을 표현

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정보는 기사, 사진, 이미지 갤러리, 

시청각 자료, 대화형 지도, pdf, 그리고 출간된 기사나 책의 스캔본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사하피디아 웹상에서 지식 접근은 방대함과 동시 추적이라는 

면에서 수평적이다. 뿐만 아니라 심도 있고 집중적인 연구라는 면에서는 수직

적이기도 하다. 사하피디아가 생성하고 관리하는 콘텐츠는 세 가지 전략을 활

용하여 실행된다. 바로 연구조사와 편집, 기관과 협력 그리고 등록된 사용자이

다. 경험이 풍부한 조사 편집팀이 학자, 전문가 그리고 연행자들과 협력하여 콘

텐츠 생성을 담당한다.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는 전문적인 콘텐츠가 

생성된다. 사하피디아의 콘텐츠는 기사작성, 코멘트, 사진 및 시청각자료 생성에 

기여하는 등록된 온라인 사용자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클라우드 소스가 된다. 

재택조사와 편집팀은 콘텐츠를 수정함으로써 사전의 기본적인 수준과 신뢰성을 

유지한다.

사하피디아는 관련 당사자 중심의 접근법을 취한다. 생성되는 콘텐츠와 만들

어진 네트워크는 다양한 사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한다. 

사하피디아는 온라인 문화지식의 저장소로서 만들어졌으며, 인터넷은 측정 가능

하고 조직적이기 때문에 사하피디아의 운용 수단으로 선택되었다. 사하피디아는 

인터넷을 통해 밀레니얼세대와 그들의 일상적 활동과 연결되고자 한다. 사하

피디아가 하는 모든 활동은 문화생태계에 가치를 더하고, 고립되어 있거나 단절

되어 있는 지역 협력체와 지역 예술가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국제적 기업을 이어

주는 연결고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사하피디아는 또한 유산 답사뿐만 아니라 

바이탁스(Baithank, 토론) 등을 개최하여 관련 활동이나 행사를 경험하거나 

참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사하피디아는 기존의 지식 

기반과 활용 가능한 재능을 토대로 정부의 계획에 개입하여 간극을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디오, 사진, 디지털 연대 표시와 같은 현대적 수단을 이용하여 

무형문화유산을 기록하는 기회로서 사하피디아는 다음의 펠로우십/지원금을 



제공한다. 

Ÿ 사하피디아-유네스코 펠로우십(Sahapedia-UNESCO Fellowship)은 사하

피디아가 인도 유네스코, 인도 문화부와 공동으로 매년 수행하는 주력 프로

그램이다. 이 펠로우십은 인도의 예술, 수공예, 문화유산 분야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과 전문가를 지원한다. 또한 사하피디아는 그들의 저술을 온라인 상에 

출판한다. 

Ÿ 사하피디아 프레임(Sahapedia Frames)은 사진작가들이 인도와 남아시아의 

문화적 경관의 다양성을 주제로 한 자신들의 창작물을 선보일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인도�사하피디아가�수행한�무형문화유산�활동의�의의

인도의 문화적 전통은 다양한 지식체계, 문화관습, 예술과 수공예 등 매우 복합

적이다. 이들 전통과 지식체계는 도시화의 압력으로 점차 사라져가고 있으며 

이주로 인한 문화적 감각의 상실은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전통을 보호

하는 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사하피디아의 목표는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며, 행동하는 것이다. 즉 지식을 

증진하고 참여를 장려하며 다양한 인도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이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다. 

정보

사하피디아는 현대 기술을 활용하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그리고 사하

피디아 웹사이트 등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광범위

하고 역동적으로 지식을 보급하고 있다. 

열린 온라인 포럼으로서, 학자, 연행자들, 학생, 교사, 여행자 그리고 열혈 애호가 

등 다양한 층위의 사용자들이 사하피디아에 접근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하피디아는 창의성과 대화를 위한 플랫폼을 육성한다. 사하피디아에서 생성

되고 통합된 정보는 하나의 편의시설이자 참여의 수단이다. 열린 온라인 공간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보급된 정보는 상호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서로 다른 사용자와 

생산자들 간의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 지난 6개월 동안 소셜 미디어를 통해 

750만 명의 사용자들이 사하피디아에 접속했다.



교육

사하피디아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다양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교육단체 및 기관들과 성공적으로 협력해왔다. 델리 대학교(University of 

Delhi) 성 스테판 대학(St. Stephen’s College)에서는 지난 2012-2013년 학기에 

사하피디아와 공동으로 “인도문화와 예술 개론” 과정을 개설하였다. 또한 사하

피디아는 농촌과 도시의 교육기관과 상호 협력하고 있다. 사하피디아팀은 중등

교육기관 중앙위원회(Central Board of Secondary Education)의 유산교육 분과의 

일원으로서 학교에서 유산교육을 진흥하도록 중등교육기관 중앙위원회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학생들의 참여를 최대한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유산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었다. 

현지조사를 중심으로 학습을 구성하여 아이들이 자신들의 지역 유산을 직접 

조사하도록 했다. 많은 전문적인 유산 답사가 조직되어 아이들이 자신들의 지역 

문화유산에 익숙해지도록 하고 그들을 교육할 수 있었다. 

활동

수년간 사하피디아는 수많은 기록화 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등록 사용자들의 

크고 작은 기록화 노력을 촉진해왔다. 사하피디아는 다양한 자료를 공유하고 

전시하기 위해 다른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사하피디아는 그간 인쇄물로만 볼 수 있었던 희귀 기록 자료과 오래된 출판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오래된 컬렉션과 문화유산 유적지를 볼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사하피디아는 연구조사, 기록화와 디지털화를 포함한 활동과 서비스를 통합하고 

공식, 비공식적 수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아카이브 자료를 통합해 오면서 

포괄적 아카이브로서 위치를 정립해왔다. 문화, 전통, 문화유산, 예술, 관습의 

저장소로서 사하피디아는 전통지식의 보존과 활성화를 촉진하고 그에 기여할 

수 있었다. 

사하피디아가 수행한 그러한 프로젝트 중 하나가 바로 구전역사 프로젝트

(Oral Histories Project)이다. 이 프로젝트는 후세를 위해 문화유산과 예술 

분야의 지식의 보고인 사람들의 기억, 생생한 경험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보



존하는 것이다. 사하피디아는 심라(Shimla)에 있는 인도 고등연구원(Indian 

Institute of Advanced Study, IIAS)과의 공동노력을 통해 지식 보유자들과의 

폭넓은 상호 활동의 촬영, 기록 및 디지털화를 수행할 수 있었다. 사하피디아의 

문화지도 프로젝트(Cultural Mapping Project)는 인도 케랄라(Kerala)의 포트 

코치(Port Kochi)와 마탄체리(Mattancherry)의 섬 지역의 복잡한 원주민, 정

착민 그리고 식민지의 역사를 기록하여 매우 역동적인 디지털 자료를 만들어

내는 일이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이곳의 환경과 관련된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었다. 또한 ‘라쉬트라파티 바완(Rashtrapati Bhawan) 기록화’ 프로젝트를 

통해 대통령의 경호원에서부터 대통령의 안거(安居, Retreat)에 이르기까지 

라쉬트라파티 바완의 다양한 측면들에 관한 11권의 책을 출간했다. 그 외에 

많은 프로젝트가 사하피디아에서 수행되고 있다. 현재 사하피디아는 차티스가르

(Chattisgarh)와 공동으로 차티스가르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모두 20개의 모듈이 만들어졌고 이는 차티스가르 

문화부에 제출되었다.

무형문화유산정보화�역량�강화와�경험

좀 더 큰 틀의 문화 담론에서 볼 때, 여전히 무형무화유산의 역할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와 인식의 부족이 있다.  인도에는 수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동산

유산 보호를 위한 기관으로 인도고고학연구소(Archaeological Survey of 

India), 아가 칸 재단(Aga Khan Foundation)과 같은 연구기관들이 있다. 유형

유산과 무형유산을 별개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정보를 구성

하는 것은 큰 난관이었다. 또 다른 문제는 무형문화유산 기록화의 기준이 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많은 정부기관이 무형문화유산을 기록

하려고 시도했지만 표준화된 기록체계가 미흡했던 까닭에 다양하게 수집된 정보를 

유의미하고 유용한 것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근본적으로 성공적인 

디지털화 역량과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역동적인 기술을 적용하는 역량이 부족

하다.

일회성 사업을 위한 기금 모금은 가능하지만, 보다 큰 목표를 이루고 보다 큰 

영향력을 지닌 지속가능한 장기 문화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는 기금 모금은 매우 

어렵다. 사하피디아의 운영은 외부의 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프로

젝트 수행을 위한 자금 부족은 상당한 장애요소이다.

정보 기간시설과 지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관련 당사자들 간의 정보



교환 및 협력 시스템이 있다. 이들 간의 교류와 협력은 종종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주장 혹은 이해 상충으로 인한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문제를 야기한다. 

지적재산권과 저작권문제와 관련한 모호성이 계속 지적되어 왔다. 사하피디아는 

디지털 인문학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확대하고 있다. 문화유산에 대한 

학제 간 접근을 촉진하고 기존 텍스트 데이터의 디지털화와 다양한 매체 형태로 

새로운 콘텐츠를 구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인도에는 디지털 인문학 네트워크가 부족하여 사하피디아 운영이 어려운 실정

이다. 수년 동안 사하피디아는 인도 전역에서 간디나가르(Gandhinagar) 인도

기술연구소(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IIT), 벵갈루루(Bengaluru)의 스

리쉬티 미술디자인연구소(Srishti Institute of Art Design and Technology), 

그리고 심라(Shimla)의 인도 고등연구원과 같은 다양한 교육기관들과 협력해

왔으며 정부와도 문화 분야에서 함께 노력해왔다. 사하피디아는 지역의 지식 

보유자들과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상향식의 유산 접근 방식을 채택했으며, 

지식 보유자들은 사하피디아를 받아들이고 함께 하고자 하는 열정을 보여주었다. 

사하피디아� 2018-2023

사하피디아는 현재는 물론 미래의 문화 분야 관련 종사자들을 위해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문화 자원 양성, 해석 및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사하

피디아는 정보를 얻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다양한 사용자 그룹이 사하

피디아에 훨씬 쉽게 접근하고 이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2018년 6월에 시작된 Sahapedia.org는 더 많은 사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빠른 포맷형태의 콘텐츠 공간으로의 변모를 시도

했다. 콘텐츠-시청각적으로 풍부한 짧은 형태의 포맷에 맞게 편집된–는 현재 

소셜미디어는 물론 다른 대중매체 플랫폼에서도 유통되고 있다. 여기에는 기록이 

불충분한 주제는 물론 대중적 관심을 충족시키는 주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관한 약 1000단어 정도의 기사와 영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결국 

사람들이 사하피디아 웹사이트를 방문하도록 유도하였다.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사하피디아의 영역을 확대하려는 노력과 주제별 연속물을 

만들어내고 복제를 통한 사하피디아 웹사이트 방문자를 확대하기 위해 다른 

출반부와 뉴스 포털과의 제휴관계를 수립하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웹사이트가 콘텐츠를 쉽게 복제할 수 있도록 자동 복제를 지원하는 기술이 개발 중에 

있다. 2018년 12월에 선보일 새로운 포탈 “사하피디아 1.5”는 사하피디아 포털에 



대한 전체 사용자들의 경험을 개선하게 될 것이다. 기존 포털은 재편될 것이며 

홈페이지, 도메인페이지 그리고 모듈페이지 등 모든 페이지들도 새롭게 단장

되어 오픈될 것이다. 콘텐츠 관리 소프트웨어는 드루팔(Drupal) 7에서 드루팔 

8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며 그에 따라 시스템은 좀 더 견고해지고 향후 발생할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문화 세계에 연결되고 그에 접근하는 일이 권리라기보다는 하나의 특권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사하피디아는 다양한 사용자 그룹, 예를 들어 혜택 받지 못한 

어린이들과 다양한 능력을 지닌 개인들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적합한 참여프로

그램을 구성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술을 

갖춘 상담가들, 비정부기구, 지방정부의 학교 그리고 농촌과 도시의 학교들과의 

협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2017년 11월 이후 우리는 100여 개의 특별 답사/

체험 프로그램을 편성하였으며 문화혜택을 받지 못한 약 2000명의 어린아이들과 

1750여 명의 다양한 재능을 지닌 사람들이 참여했다. 수년간 사하피디아는 

더 많은 콘텐츠를 전달하고 서로 다른 재능을 지닌 사람들의 참여를 증진하는 

많은 행사를 개최할 개획을 마련해왔다.

향후 독특한 공연과 구전역사 기록화 사업이 우리 단체의 중점 사업이 될 것

이다. 사하피디아는 네트워크 구축과 포괄적 문화생태계의 창출과 더불어 지속

적인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 기반시설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팔라우의 무형문화유산 지식 공유 : 
태평양 아일랜드아크프로젝트

레이첼�맥알리스터ㅣ아일랜드아크프로젝트재단�전문관

서론

태평양의 군소 도서 개발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은 이주를 

유발하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심각한 난관에 직면해 있다. 1967년 이래 이 지역의 

순수 이주비율(이주해 오는 사람과 이주해 나가는 사람간의 차이)은 마이너스를 

기록해왔다. 2017년 이 숫자는 56,855명을 기록했다. 섬을 떠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은 계층으로, 이들은 해외에서 경제 및 교육의 기회를 찾아 떠난다.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는 무형문화유산 전승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문화관습은 더 큰 문화적 맥락 속에서 존재하는 살아있는 경험이며 참여자가 

세계를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젊은 계층이 섬 공동체를 떠나면, 이는 두 가지 면에서 전승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 지식과 전통을 전수받을 젊은 세대의 구성원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 

둘째는 일단 사람들이 해외로 떠나면 이들 관습이 번성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물리적 맥락이 상대적으로 약화 혹은 결핍됨으로 해서 문화공동체 혹은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자주 전통의 연행을 중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의 안전한 보호와 지식 공유 플랫폼의 개발

2015년 일단의 대학원생들은 디지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작은 섬 공동체의 



분산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궁금증을 갖게 

되었다. 온라인 플랫폼, 예를 들어 태그표시, 댓글달기, 공유 기능이 포함된 

다양한 웹사이트가 사람들이 서로 연락하고 다시 연결되며 관습의 기억을 생생

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생각의 실현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아일랜드아크프로젝트(Isaland Ark Project, IAP)를 설립했다.

IAP는 다면적인 디자인을 개발했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기록을 업로드하고, 미리 

정해진 사용자들과 이를 공유하며, 이 기록물에 대해 댓글을 달고, 구성원 간 

소통하며, 태그를 다는 방식을 통해 관습을 연결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다. 

기록물을 업로드하는 것은 구성원들이 비디오 형태 –혹은 전통적인 비디오 혹은, 

일단 적절하게 개발된다면, 가상증강현실 비디오-, 오디오, 사진 그리고 텍스

트로 문화관습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한 문화관습이라도 종종 

다른 상황에서 다른 사람, 다른 가족 혹은 다른 단체들이 이를 수행하게 되면, 

특정 날에 행하는 특정 공연이 지니는 특이성으로 인해 천차만별의 형태를 취

한다. 따라서 전통의 연행은 데이터베이스에 같은 이름으로 여러 가지 다른 

표현-결과적으로 기록물-으로 나타날 수 있다.

공유란 이러한 기록물을 사용자들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보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전통문화관습은 신성성을 지니며 오직 특정 구성원이나 

단체를 통해서만 전승된다. 우리 플랫폼의 사용자들은 지적재산권을 위반할 

지도 모른다는 걱정 없이 어떤 기록물을 누구와 공유할 것이지 결정한다. 그리고 

어떤 구성원과 비구성원들을 이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통제할 수 있다.

자신들의 문화 구성원들(사전에 승인된 비구성원들)과 소통하고 이에 댓글에 

다는 것은 관습의 유기적 발전을 촉진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계속해서 진화

발전하고 있다. 이는 특정 관습, 관습연행 단체 그리고 일반 공동체와 관련된 

문제를 토론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이러한 소통은 포럼 형태의 토론과 회원들 

간의 직접 메시지 소통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소통이 흩어져 

있는 구성원들 간의 연대감을 강화하고 공동체 회의를 보강할 수 있다고 믿는다.

마지막으로 정교한 태그달기 방식에 의한 기록물 연계는 어떠한 문화관습도 

고립되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관습은 다른 관습으로부터 그 

의미를 끌어내오는데 여기에는 구전역사와 서사도 포함된다. 한 가지 관습이 



어떤 이야기를 참고로 하면 그 이야기에는 반드시 링크가 만들어진다. 궁극적

으로 태그를 다는 것은 시각화될 수 있는 관습과 서사의 망을 만들어내도록 

한다.

웹 플랫폼을 구축하는 일은 광범위한 자원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는 헌신적인 

프로젝트 참여자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주해 나가서 흩어짐으로써 영향을 받은 

문화적 필요에 대한 지식, 그들 섬에 대한 웹사이트를 실행하고 지역민에게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사람들의 네트워크 그리고 필요조건에 맞는 웹사이트를 

구축할 시간과 돈이 포함된다.

우리 접근법의 두 번째 측면으로 우리는 태평양 SIDS의 관계구축에 상당한 에너지를 

투자했다.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아일랜드아크프로젝트의 우리 팀 

중에는 팔라우출신 구성원이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구체적인 문제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울 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역량도 전문적이다. 우리는 팔라우공화국

에서 작업을 시작했다. 팔라우의 유네스코 상임 대표단이 그곳에서 시범 프로

젝트사업을 운영하도록 우리를 초청했기 때문이다. 2016년과 2017년, 우리는 

세 번에 걸쳐 팔라우를 방문했다. 그리고 지역의 관련 당사자들을 만나 우리의 

비전을 보여주었다. 벨라우국립박물관(Belau National Museum)의 대표, 팔라우

공동체대학(Palau Community College), 팔라우자원연구소(Palau Resource 

Institute) 그리고 다른 공동체와 정부 대표들이 우리의 계획을 환영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표본이 될 사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해주었다.

아일랜드아크프로젝트 활동 전략

우리는 2016년 ICHCAP이 한국의 전주에서 개최한 아태지역 ICH NGO국제회의

에서 우리의 활동에 대해 발표했다. 우리는 ICHCAP가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웹사이트 견본사례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들었다. 우리는 이미 팔라우

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한 바 있으므로, 이 견본사례를 소개하고, 

사람들이 이를 활용하고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법을 가르치고, 개선방안과 피드백을 

수집할 것을 제안했다. 

2017년 11월 IAP 자원봉사자들은 이 웹사이트 견본 활용에 관한 워크숍을 

열기 위해 팔라우 코로르(Koror)에서 두 명의 ICHCAP 대표들과 합류하였다. 

IAP는 팔라우 무형문화유산보호 과정에서 직면한 문제들을 토론에 붙였다. 이 

토론은 이주 분산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리의 가설에 보강증거를 제공해 주



었다. 이 워크숍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 부분에서 우리는 무형

문화유산 전승과 보존에서 직면하는 문제점에 대해 토론했다. 두 번째 부분은 

직접 해보는 훈련세션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는 ICHCAP 견본사례를 

발표하고 참가자들에게 사용법과 프로그램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법을 시연

했다.

워크숍 조사: 2017 팔라우 추수감사제

참가자들은 워크숍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동의정도: 1점(매우 동의하지 못함.)에서 5점(매우 동의함)까지조건(전과 후)

질문1~4는 “다음 질문에 당신은 얼마나 동의하십니까?”이다. 

Q1: 나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잘 알고 있다.

Q2: 나는 팔라우의 무형문화유산이 사라질 것을 걱정한다.

Q3: 나는 디지털방식으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웹사이트의 사용법을 알고 있다.

Q4: 나는 디지털보호와 관련한 의문사항이 있을 때 누구를 접촉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표1: 무형문화유산 이해와 디지털보호 수단 보유

우리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설정한 세 가지 목표의 유효성을 측정하기 

위해 워크숍 전후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세 가지 목표는 첫째, 참가자들이 

무형문화유산 보호에서 직면한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인지, 둘째, 참가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디지털보호 접근법에 대한 관심과 실행가능성 조사, 셋째, 견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과 지식의 제공이다. 표1은 워크숍 참가 

전후 모두 높은 비율로 참가자들이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하여 잘 알고 있으며 

문화유산이 소멸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응답했음을 보여준다

(Q1과 Q2). 또한 참가자들은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한 디지털기술 활용에 대해 



지식이 증가했다고 답했음을 알 수 있다(Q3) 그리고 참가자들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해 의문이 생겼을 때 누구와 접촉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당한 지식의 

증가가 있었다고 답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접촉 대상이 

ICHCAP과 IAP를 의미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워크숍 조사: 2017 팔라우 추수감사제

워크숍의 질과 디지털보호방식에 대한 평가

동의정도: 1점(매우 동의하지 않음.)에서 5점(매우 동의함.)까지 

질문 5~7은 “당신은 다음 질문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이다.

Q5: 워크숍 협력자들은 전문가답게 행동했다.

Q6: 워크숍 중에 ICH와 디지털 보호에 대해 내가 지니고 있는 의문을 질문할 수 있었다.

Q7: 견본은 디지털 방식으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좋은 방식이다.

표2: 워크숍 진행과 견본사례

워크숍이 마무리될 때 진행한 조사에서 우리는 우리의 활동 성과와 견본사례의 

장래성 인식에 관한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포함시켰다. 모든 참가자들은 IAP 

협력자들을 전문가로 인식했으며 한 참가자는 그들이 무형문화유산보호와 관련

해서 가지고 있던 의문사항을 전부 질문할 수 있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참가자들은 견본사례가 훌륭한 무형문화유산보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또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항목도 추가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감사를 표하면서 IT지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일부는 

여러 견본 사례의 활용 가능성을 칭찬하였다. 이 참가자는 “나는 [일부 선택 



가능한 견본 디자인 중 하나인] 아카이브 견본사례가 마음에 든다. 사실[...] 

이것은 정보를 업로드하고 추가하는 것이 매우 쉽고 유용하다.”라고 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다른 데이터 형식을 업로드하고 지역 언어로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다른 한편, 참가자들은 “견본사례를 원하는 

방식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시된 것을 일부 수정”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만약 우리가 PDF파일도 업로드할 수 있으면 훨씬 좋을 것”

이라고 하면서 더 나은 파일 포맷 호환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우리는 ICHCAP과 공동으로 사용자들이 지식을 공유

하는 데에 제한적 요소를 해결한 개선된 업그레이드 버전의 견본을 만들어 냈다. 

다가오는 1월, 팔라우에서 우리는 개선된 견본사례와 후속조치를 공유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며, 현 견본의 활용과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 

기술을 더 잘 실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재택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태지역 정보 기반 구축을 위한 기술적 검토
무형유산 아카이브를 위한 Practical Design

강�진� 욱ㅣ제머나이소프트�대표





























대화, 다양성 그리고 발전을 위한 
유네스코 실크로드 프로젝트1)

김종석� l� 국립중앙박물관�문화교류홍보과�학예연구사

배경(통합적 실크로드 연구, 대화로 가는 길, 1988-1997)

유라시아민족의 역사와 문명에서 실크로드가 차지하는 중요성으로 인해, 유네스코는 

동서양프로젝트(Orient-Occident project, 1956-1967)에 이어 동서양 민족 간의 

문화적 상호작용을 밝히고자 ‘통합적 실크로드 연구, 대화로 가는 길

(1988-1997)’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복합적 정체성과 

공동의 유산을 광범위하게 탐색한다는 의미에서 역사적인 실크로드를 따라 다섯 

번의 학술답사와 국제회의, 세미나 그리고 지역 심포지엄 및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는 문화적 조우와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통로라는 개념을 알리는 

선구적 사업이었다. 이 프로젝트 덕분에 유네스코는 역사적 실크로드를 되살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인류의 상호작용, 공유가치 그리고 공동의 유산을 

진흥할 수 있었다.

대화, 다양성 그리고 발전을 위한 실크로드 프로젝트(Silk Roads project for 

Dialogue, Diversity and Development)

문화화해를 위한 국제 10년(International Decade for Rapprochement of 

Culture)과 문화 간 대화와 평화의 문화 증진(promoting Intercultural Dialogue 

and Culture Peace) 그리고 총회결정(ref.36 C/47과 37 C/69)에 발맞추어, 

유네스코는 지난 2013년 온라인 플랫폼을 토대로 한 대화, 다양성 그리고 발전을 

1)�자료제공� :�유네스코�실크로드�프로젝트



위한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이 유네스코 프로젝트의 목적은 오늘날 

세계화된 시대의 지역 공동체 내의 주요 행위자들에게 지역 갈등 대신에 실크

로드를 따라 형성된 다양한 문화를 지닌 민족 간의 화해와 그들 간의 상호작용 

및 교류 증진을 이끌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 새롭게 

등장한 민족주의와 보호주의를 고려하면 대단히 중요한 목표이다.

유네스코는 이 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시행한다.

1. 지식 동원, 인식 및 지지 제고 

2. 협력관계 및 네트워크 구축

3. 청년들의 역량 강화

1. 지식의 동원, 인식 및 지지 제고

이 계획은 실크로드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민족들의 문화 간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토대로서 실크로드의 공동의 문화유산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는 실크로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크로드의 

다양한 공동의 문화유산과 관련된 지식을 일반대중은 물론 전문가들에게도 보급

한다. 이 지식은 계속 개발되고 있으며 영어, 중국어, 아랍어 그리고 러시아어로 

매주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다. 

나아가 유네스코는 정보소통기술(ICT)를 활용하여 실크로드의 문화적 상호영향에 

대한 양방향 아틀라스를 개발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실크로드를 따라 이루어

졌던 문화 교류의 양상을 그려낼 수 있다. 아틀라스는 실크로드 상의 문화 간 

상호영향과 교류에 관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지역과 

영성, 의례와 축제, 언어와 문학, 미술과 음악, 과학기술과 노하우, 약리학과 

의약, 직물, 의상 및 의류, 농업과 음식을 포함한 특정 주제 혹은 엔트리 포인트를 

활용하여 상호작용을 지도화할 것이다. 

2. 협력과 네트워크

이 프로젝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회원국의 완전한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실크로드 연락창구 국제네트워크가 가동되었다. 25개 회원 당사국은 적극적인 

참여와 국내의 프로젝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별 연락창구를 지정하였다. 

네트워크는 해당국 내에서 개발한 실크로드 관련 지식을 수집하는 일에 참여

하고 무엇을 플랫폼에 통합시킬 것인지를 결정한다.



나아가 연락창구는 유네스코와 다른 연락창구와의 협력을 통해 개별 국가 내에서 

그리고 다른 회원국과 함께 실크로드 계획을 조정한다. 국제네트워크 회의는 

네 차례에 걸쳐 열렸다.  2015년 5월 중국 시안, 2016년 6월 스페인 발렌시아, 

2017년 5월에는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그리고 2018년 10월에는 오만의 무스

카트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3. 청년의 역량강화

“청년의 눈으로 본 실크로드(Youth Eyes on the Silk Road)”라는 제목이 붙은 

사진콘테스트는 실크로드의 공동유산에 대한 오늘날 젊은이들의 인식을 제고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진콘테스트의 목적은 소통의 수단으로서 시각예술을 

활용함으로써 역사적인 실크로드에 걸쳐 있는 모든 국가의 젊은이들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표현과 창의성의 수단으로서 사진을 통해 실크로드의 

공동유산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를 제고하는 것이며 이를 문화 간 대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1회 대회는 2018년 4-8월 사이에 치러졌다. 실크로드 주변의 100여 개국

에서 총 6,625명의 청소년들이 대회에 참가했다. 여기서 선정된 사진의 전시회는 

실크로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전시와 실크로드 주변국에서 순회전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 사진콘테스트가 바람직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장 사무소, 

유네스코 센터, 클럽, 학교 연합 등과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 

4. 성과와 결과

처음 시작된 이래 이 프로젝트는 회원국 간에 실크로드의 공동유산을 둘러싼 

강력한 역동성을 만들어냈으며 그들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았다. 나아가 문화 

화해를 위한 국제 10년의 목적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다. 실크로드의 공동

유산을 진흥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유네스코의 지원 하에 세미나, 국제회의, 

전시회 그리고 워크숍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했다.

5. 2018년, 실크로드 계획 30주년

이번 30주년을 계기로 실크로드 공동유산을 증진하기 위한 몇 가지 계획이 마련

되었다.



6. 프로젝트 기금

실크로드 프로젝트와 그와 관련된 소계획(온라인 플랫폼, 양방향 아틀라스, 

국제 네트워크, 사진콘테스트 등)은 전적으로 카자흐스칸, 독일, 아제르바이잔, 

오만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회원국과 개인 협력자들이 제공하는 추가 기금으로 

운영된다. 















웹상의 무형문화유산 목록화 : AESS의 경험
마리아�테레사�아르테제� l� 이탈리아�응용수학정보기술연구소

2003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방언, 지역 문화, 음악, 춤, 연극, 관습 

및 전통지식의 보호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 일본 그리고 중국은 

유네스코 협약이 비준되기 이전부터 그들의 전통을 잘 보존하기 위한 전략을 

명확하게 밝혀왔다. 그리고 많은 박물관이 현실세계에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웹상에는 협약 이후 만들어진 온라인 무형문화유산 아카이브의 사례가 

있다. 협약에 따르면 무형유산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아카이브와 목록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다양한 활동, 목표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관련 능력, 기술이 필요하다. 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을 인식하고 보호하고 있는 

전통 보유자와 연행자 공동체와 집단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목록의 

작성방법과 목록작성은 각 협약 당사국에 맡기고 있다.

여기서 제시하는 방법은 협약 당사국 중 하나인 이탈리아의 국립연구소

(Natioanl Research Council, CNR)와 롬바르디아 주 민족지학 사회사 아카이브

(Ethnography and Social History Archive of Lombardy Region, AESS)가 

공동으로 구축한 것이다. 이는 롬바르디아와 알프스 지역의 “살아있는 자산”에 

초점을 맞춘 복잡한 멀티미디어 정보체계의 설계, 시행 및 대중화를 위해 개발

되었다. AESS 아카이브는 1972년 이래로 이들 지역의 구전역사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 관리해왔다. 데이터는 전통 축제, 관습, 노래 공연, 인터뷰 등과 같이 주로 

세대 간에 전승되어 온 대중적인 전통과 관련되어 있다. 데이터 구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우리는 유네스코 협약이 제시하는 필요요건들을 전통 보유자와 공동체의 

제안 등이 함께 저장된 정보와 연결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AESS 기록은 또한 



다양한 기록형태와 방법의 활용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카니발은 비디오나 

사진을 통해 볼 수 있으며 노래 가사나 악보와 더불어 음악, 전통노래 또는 

참가자들의 인터뷰 등을 통해 기록되기도 한다. 이 기록물은 해마다 추가될 수 

있다. 이는 카니발이 해가 가면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수년간 소셜 네트워크와 앱의 활용은 공동체 구성원이 다른 민족의 무형유산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데이터 입력, 웹 검색 그리고 사용자/단체관리 방식을 제공하는 통일적이면서도 

다면적인 방식으로 AESS 아카이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맞춘 웹사이트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독특한 데이터베이스, 활용 가능한 온

라인을 갖춘 운영 체계가 고안되어 실행되어야 한다. 프레임워크 소프트웨어는 

이에 접근하고자 하는 다양한 단체/사용자들을 고려하여  다언어모드로 개발된 

다양한 사용 환경을 포함하고 있다. 신분이 확인된 사용자들은 롬바르디아 주 

직원, 연구기관의 사용자, 카탈로그제작자, 전문 사용자, 교육자 및 교사, 관광객, 

공동체/전통보유자들, 민족지학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없는 일반 사용자들이다. 

그림 1은 AESS 운영체계의 핵심 구조를 보여준다. 점선으로 나뉘어 있는 상단

부분은 백-엔드 환경이고 하단부분은 웹 내비게이션과 검색 툴을 위해 세분된 

사용자가 이용하는 프런트-엔드이다. 

그림 1. AESS의 체계



AESS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두 가지 아키이빙 전략이 수행된다.

Ÿ 상세한 목록화 : 무형문화유산종목은 전체로서 기술되며 이미지, 비디오 

그리고/또는 인터뷰는 행사를 설명하기 위해 첨부된다.

Ÿ 심도 깊은 카달로그화 : 각 노래, 인터뷰, 발라드 또는 음식조리법은 상세히 

기술되며 이 경우 이미지, 비디오 혹은 오디오가 대상 유산을 설명하기 

위해 첨부된다.

데이터의 질은 전문가와 롬바르디아 주 직원들이 카드를 점검하고 관리함으로써 

확보된다. 전통 보유자와 공동체 구성원이 내용을 입력한다는 것은 저장된 데이터는 

선별된 것이며 기초단계에서 “공인된” 것임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림 2는 AESS의 주요 데이터베이스 개체(entity)를 보여준다. 이는 우리가 

만든 완전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ICH 개체는 구전전통과 표현, 공연예술, 

사회적 관습, 의례 및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과습, 전통 공예 등 5개 

유네스코 범주에 속하는 무형문화유산종목들을 전체적으로 표현한다.

ICH 카드는 가상의 그릇으로 볼 수 있다. 이는 ITEM 카드에 의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상세설명에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매년 내용이 보강된다. 예를 들어 

최근 행사의 이미지와 비디오가 추가될 수 있다. ICH 카드에 연결된 모든 정

그림 2. AESS 데이터 구조



보는 텍스트 설명과 멀티미디어 시간표를 둘 다 보여주면서 사용자가 여러 해 

동안에 걸친 행사의 변화를 재구성하고 보여줄 수 있도록 한다. ITEM 카드는 

무형유산 전통의 상세 내용을 저장하는 데에 활용된다. 이는 목록화될 수 있는, 

-심도 깊은 카탈로그화를 위한- 최소단위의 정보(예를 들면 노래, 인터뷰 등)

이며 제목, 텍스트의 첫머리 단어, 요약문 그리고 핵심어 등으로 기술된다. 대

부분의 경우 오디오/비디오/텍스트 등이 동반된다. TOKEN은 SUPPORT와 관련된 

ITEM의 다양한 표현을 기술하는 데 사용되는 특별한 체계이다. 이는 정보를 

담고 있는 물리적 대상(혹은 디지털 파일)이다. 한 개의 ICH 카드는 여러 개의 

ITEM(멀티미디어에 통합하기 위해)에 연결되거나 MULTIMEDIA CONTENT가 

거기에 직접 연결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제목, 저자, 데이터, 각 콘텐츠의 지역성과 

같은 더 많은 정보가 추가될 수 있다. ITEM, ICH 그리고 RESEARCH는 

TAG와 함께 제공될 수 있다. 이는 대상의 의미론적 내용과 연관된 핵심어들

이다. 태그 체계는 어떤 언어로든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해주며, 데이터

베이스는 이를 위해 잘 배열되어 있다. 그리고 검색 단계에서 검색을 위한 태

그가 달린 모든 대상은 태그에 사용된 언어와 상관없이 검색이 가능하다.

실례로 그림 3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크레모나 루티어리(Cremona Luthiery, 

크레모나 산 바이올린제작자)가 AESS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구조화되고 저장

되는 지를 보여준다. 카탈로그 제작자는 크레모나 루티어리(크레모나 산 바이

올린 제작자)에 대한 ICH 카드의 초안을 작성하고 그 다음 영어, 독일어 그리고 

프랑스어로 번역한다. 모두 4장의 카드가 각각 연결된다. 각각의 카드는 사진, 

인터뷰, 비디오 등 상세한 정보로 구성된 59개의 ITEM에 연결된다. ICH 카드는 

또한 구체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54명의 작가와도 연결되어 있다. 5개의 태그는 

ICH 카드에 같은 언어로 제공되며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멀티미디어 문서가 

추가된다. 이 사례의 경우에는 공예가 인터뷰가 담긴 5개의 비디오 파일이 연결

되어 있다.

AESS 데이터베이스에는 현재 4개의 언어로 된 52,114 SUPPORT 카드, 

1,195 ICH 카드와 이와 연결된 75,716 ITEM 카드가 있다. 그리고 29,723장의 

이미지, 6,565개의 오디오 파일,  1,734개의 비디오 파일, 1,072개의 텍스트 

파일, 음악 펜타그램이 있는 115개의 PDF 파일 등 총 39,210개의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담겨있다. 우리는 또한 9,187명/단체의 카드, 740개의 참고문헌 카드, 

218개의 기금 카드를 보유하고 있다.  

AESS 체계의 논리도식은 세 가지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백-엔드용, 



두개는 웹 내비게이션용이다.(그림 1).

데이터 입력은 데이터입력과 관리를 위해 백-엔드 모듈이며 AESS 데이터 체계에 

맞게 구성되어 있다. 모든 데이터세트(dataset)는 항상 최신상태로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복제를 피하기 위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AESS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이 모듈은 롬바르디아 주 전문가와 카탈로그 제작자들이 자신들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실행되어 왔다. 이는 카탈로그제작자와 감독자를 

위한 다양한 툴을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서, 데이터 질을 확보하면서 데이터 

간의 연결생성, 데이터통합과 멀티미디어 콘텐츠 관리, 일반 공개를 위한 데이터의 

통제, 분석 및 확인에 특화된 것이다. 데이터 입력시스템은 모든 형태의 

AESS 데이터 구조 카드를 처리한다. 즉 사용자들은 로그인과 비밀번호를 제공

받고 모든 데이터는 AESS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단계, 즉 다양한 수단과 데이터 서브세트 접근권을 가진 관리자, 감독관, 카탈

로그 제작자들에 맞추어 조정된다. 카탈로그 제작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

이란 카드의 상세보기, 접속 관리, 멀티미디어 업로드, 태그 생성 및 선택, 통제된 

어휘들이다. 반면에 감독관 사용자들은 카드를 승인하고 어휘와 태그 목록을 

그림 3. 유네스코 세계유산 “크레모나 투티어리” 구조



관리하며 데이터를 승인하고 사용자와 웹사이트 옵션을 설정하는 툴에 접근할 

수 있다.

프런트-엔드 웹사이트는 사용자들에게 검색과 내비게이션 툴을 제공한다. 비록 

서로 다른 단계일지라도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뽑아내지만 제공

되는 정보의 종류, 상호작용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다양한 사용자를 

위한 것이다.

롬바르디아 디지털 아카이브는 전체 AESS 구조와 자동 생성되는 시각 데이터 

서브세트와 관련된 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검색 엔진이다. 주로 민족지

학자, 전문가와 롬바르디아 주 직원들을 위한 것이다. 웹사이트는 사용자들에게 

전체 데이터구조를 한 번에 보여준다. 검색 인터페이스는 단순하고 직접적이

어서 롬바르디아 주의 민족지학 전문가들이 선택한 필드와 주제별 경로를 활용한 

검색을 가능하게 한다. 여러 기관의 기준에 따라 각 관련 기관의 요구에 맞게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4에서 보이듯이 AESS 중앙데이터

베이스에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추출하고 적절한 옵션, 예를 들어 강조하고 싶은 

로고, 색상, 그래픽 스타일, 데이터 서브세트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홈페이지는 몇 가지 검색 전략을 제공한다.(그림 5)

Ÿ 검색 인덱스 : 데이터베이스는 전문가에 의해 가장 중요하다고 확인된, 

6개 카테고리에 속하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탐색할 수 있다. 클릭할 때 

마다 선택된 용어로 검색된 ITEM이 담긴 페이지를 볼 수 있으며 데이터 

순환성 덕분에 사용자들은 선택된 대상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문서를 

검색할 수 있다.

Ÿ 자유 문서 검색 : 의문사항은 사용자 검색 텍스트 입력에 의해 만들어진다. 

불 연산자(Boolean operator) AND, OR 그리고 NOT은 일반적인 구글 

검색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용가능하다. 출력은 검색 대상의 종류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비디오’버튼을 누르면 시스템은 비디오가 

첨부된 문서로만 되돌아갈 것이다. 

Ÿ 가이드투어 : ‘highlight’섹션에서 시스템은 전문가가 구축한 주제별 경로를 

제공한다.

Ÿ 지도검색 : 특히 무형문화유산 문서를 위해 고안된 것으로 이는 지도 

위에 해당 지점을 보여준다. 



IntangibleSearch는 인덱스와 자유 문서 검색을 통해 매크로 관점에서 무형문화

유산 데이터를 검색하고 지도와 시간 연대표 상에 표시해주는 특별한 검색 엔진

으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다. ‘IntangibleSearch’는 4개 언어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문서는 해당언어가 있으면 인터페이스 상의 언어로 보여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탈리아어로 제시된다. 그림 6에서 보이듯이 웹사이트 탐색 

흐름은 검색에서 시작하는데 여기에는 유네스코 카테고리와 관련된 질문이 미리 

정해져 있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참가자, 태그, 그리고 자유 문서 검색을 활용

할 수 있다. 질문의 결과는 목록 형태 혹은 지도 형태로 보여주며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상세한 설명도 제공된다. 페이지 맨 위의 타임라인/슬리이드쇼 방식으로 

보여주는 멀티미디어 링크에 큰 중요성을 부여한다. 롬바르디아 디지털 아카

이브 웹사이트에서는 카드에 상응하는 링크도 제공된다.

그림 4. 다양한 단체의 요구에 맞춘 AESS 검색 웹사이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보급하기 위해 다양한 소셜 미디어와 참여 수단이 

개발되어 왔다. IntangibleSearch는 Intangible Social Bar에 보이는 아이콘을 

누르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채널에 바로 연결된다. 또한 ‘Intangible 

Magazine’과 같은 온라인 출판물도 있다. 여기에서는 무형유산과 관련된 행사, 

인터뷰, 논평 등에 관한 소식을 찾아볼 수 있다. 

IntangibleSearch 웹사이트는 공동체와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을 제안하거나 

기존의 것에 자료나 이야기를 추가함으로써 아카이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웹사이트의 공동체 섹션은 사실 공동체의 제안과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는 특별한 페이지이다. “Suggest”를 실행하면 롬바르디아 주의 

전문가와 대화를 신청하는 간단한 양식이 나오고 그들에게 이미지, 비디오 혹은 

간단한 이야기만으로 새로운 유산에 대해 알려줄 수 있다. 동일한 방식이 아카

이브에도 적용될 수 있다. “Tell us about it”를 실행함으로써 멀티미디어 자료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Tell us about it”는 사이트를 열었을 때 각 상세카드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IntangiblSearch 아카이브에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이 되었건 

그림 5. 다양한 검색 전략 



그와 관련된 이미지나 비디오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업로드하고 다른 사

람들과 공유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림 6. IntangibleSearch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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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엔�티� 응옌 베트남�문화예술연구원�부원장

시미오네�세부드레드레 피지�이타우케�문화언어연구소�연구원

예시�렌덥 부탄�국립아카이브도서관

자얀티�쉬레스타 네팔�문화관광민간항공부�문화과

최연규 문화재청�정보화담당관실�사무관

이해영 명지대학교�교수� /� 한국기록관리학회�회장

좌장,�

토론,�

외부�

전문가

강순애 한성대학교�문헌정보학과�교수

노명환 한국외국어대학교�교수� /� 한국기록과정보문화학회

김도연
국립극장�공연예술박물관�

아키비스트(국가중요무형문화재�이수자)

니하�팔리왈 인도�사하피디아�담당관

유영식 YTN�영상아카이브팀�부장,� 한국조사기자협회�회장

유� � 일
무형유산�정보기관�활성화�지원� 사업�사전연구�

책임연구원� /� 전임� 강원정보문화진흥원�본부장

정연경 이화여자대학교�문헌정보학과�교수



사무국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사무총장

박성용 정책사업본부장

박원모 전산정보관리팀/홍보출판팀�팀장

차보영 교류협력팀�팀장

최미리 전산정보관리팀

김재왕 전산정보관리팀

장연석 전산정보관리팀

김민지 홍보출판팀

오진희 홍보출판팀

마이클�피터슨 홍보출판팀

박필영 연구정보팀

서진영 연구정보팀

민소영 교류협력팀

김보람 교류협력팀

브라이언�호스밀로 초청�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