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간 내 용

09:30-10:50

(80분)

�■�국가보고 :� 국가별 무형유산 정보 기반의 구축과 역량 강화

무형유산 정보를 다루는 주체,� 관련 정책이나 제도,� 기반 인프라,� 보유 정보 범위와

분량 등 회원국의 무형유산 정보와 관련된 환경과 경험 공유.� 또한 적절한 정보 기

반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 혹은 필요한 조치를 회원국이 직접 제시

� � ㅇ� 발표 1� :� 타지키스탄 (딜쇼드 라히미 국립문화정보연구소 부소장)

� � ㅇ� 발표 2� :� 몽골 (촐몬 체렌도르 국립문화유산센터 전문관)

� � ㅇ� 발표 3� :� 베트남 (히엔 티 응옌 문화예술연구원 부원장)

� � ㅇ� 발표 4� :� 피지 (시미오네 세부드레드레 이타우케 문화언어연구소)

10:50-11:00 휴 식

11:00-12:10

(70분)

� � ㅇ� 발표 5� :� 부탄 (예시 렌덥 국립도서관아카이브 사서연구원)

� � ㅇ� 발표 6� :� 네팔 (자얀티 시레스타 네팔 문화관광부 문화과)

� � ㅇ� 발표 7� :� 한국 (최연규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실 사무관)

� � ㅇ� 질의응답

12:15-13:15 오 찬

13:15-14:15

(60분)

�■�패널토론

� � ㅇ�주제 1� :� 무형유산 정보 기반 강화를 위한 방안과 과제

아태지역 회원국들의 무형유산 정보 기반 구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과 당면

과제에 대해 논의

� � � � -� 좌장 :� 휴 시카르드(유네스코 무형유산과 지식관리전문관)

� � � � -� 패널 :� 촐몬 체렌도르(몽골),� 시미오네 세부드레드레(피지),� 예시

렌덥(피지),� 자얀티 쉬레스타(네팔),� 바이브하브 차우한(인도 사하피디아),�

최연규(문화재청),� 강진욱(제머나이소프트)

14:15-14:30 휴 식

14:30-15:30

(60분)

� � ㅇ� 주제 2� :� 무형유산 정보 공유 체계의 구축 방안과 과제

아태지역의 무형유산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국가 간 네트워크 구축 방안과 해결

과제에 대해 논의

� � � � -� 좌장 :� 유영식(한국조사기자협회 회장/YTN아카이브팀 부장)

� � � � -� 패널 :� 마리아 테레사 아르테즈(이탈리아 IMATI),� 니나 팔리왈(인도

사하피디아),� 노명환(한국외대 사학과 교수/한국기록과정보문화학회장),�

최효진(새공공영상문화유산정책포럼 연구위원)

15:30-15:45 휴 식

일 정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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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16:45

(60분)

� � ㅇ� 주제 3� :� 무형유산 정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전략

아태지역의 문화적,� 언어적,� 기술적 환경에 적합한 무형유산 정보 기반과 역량 강화의

모델과 전략 탐색

� � � � -� 좌장 :� 유일(정보기관 활성화 지원 사업 사전연구 책임연구원 /� 전임

강원정보문화진흥원 팀장)

� � � � -� 패널 :� 박원모(센터 전산정보관리팀장),� 딜쇼드 라히미(타지키스탄),� 히엔

티 응옌(베트남),� 휴 시카드(유네스코 본부)

16:45-17:00 휴 식

17:00-18:00

(60분)

� ■� 회의 결과 요약

아태지역 무형유산 정보담당관 회의 관련 금번 전문가 워크숍 및 실무회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하여 공유

� � � � -� 좌장 :� 히엔 티 응옌(베트남 문화예술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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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국가 보고서

� 1.� 타지키스탄(딜쇼드 라히미� 국립문화정보연구소 부소장)

� 2.� 몽골(촐몬 체렌도르� 국립문화유산센터 전문관)

� 3.� 베트남(히엔 티 응옌� 문화예술연구원 부원장)

� 4.� 피지(시미오네 세부드레드레� 이타우케 문화언어연구소)

� 5.� 부탄(예시 랜덥� 국립도서관아카이브)

� 6.� 네팔(자얀티 시레스타 네팔 문화관광부 문화과)

� 7.� 한국(최연규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실 사무관)

패널토론 참고자료

참가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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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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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키스탄 보고서

딜쇼드 라히미프ㅣ타지키스탄 국립문화정보연구소 부소장

타지키스탄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간략한 소개

타지크인들의 무형문화유산은 오랜 형성과 발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과 표현 그리고 형태로 발전해 왔다. 이들 무형문화유산의 형식은 과거는 물

론 현재에도 언제나 중요한 기능적 역할을 한다. 사실 역사를 보면 평범한 방식

에서 좀 더 복잡한 방식으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요소(예를 들면 산업

발전)의 영향을 받은 일부 문화형태와 표현은 사라지거나 변형되었다.

그러나 타지키스탄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1951년 타지키스탄과학아카데미(Academy of 

Sciences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에 아흐마디 도니쉬 역사고고학민속학연

구소(Research Institute of History, Archaeology and Ethnography named after 

Ahmadi Donish)가 설립되었다. 이를 계기로 지역 학자들을 중심으로 주요한 민

족지학 및 역사 답사와 전문 연구가 수행되었다.

민족지학분과의 연구원들은 가족생활, 관습, 의식 및 축제 행사, 전통, 춤, 노래, 

언어, 농업, 원예 생산 등 타지크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연구 조사하는 대규모 답

사와 연구프로젝트에 착수했다 그리고 이후 이러한 학문적 노력의 결과물이 수많

은 단행본, 개인 연구논문 및 사진집 등의 형태로 출간되었다. 

- 7 -



1958년에는 루다키어문학연구소(Rudaki Institute of Language and Literature)에 

민속학과가 창설되었다. 이 민속학과는 특히 민속, 전통 구전작품과 문학 분야를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년 간 답사와 현지조사를 수행하면서 

타지키스탄과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많은 구전문학과 민속자료를 수집하였

다. 루다키연구소의 민속아카이브는 225,000페이지가 넘는다. 여기에는 21,000개

의 속담, 8,200개의 수수께끼, 30,000개의 전통 4행시와 2행시, 20,000개의 전통

노래, 6,100가지 이야기, 3,200가지 일화와 140편의 전통서사시 ‘구르굴리

(Gurghuli)’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민속학과에서 수행되었던 200개의 현지조사 

노트와 답사일기도 있다.

이렇게 소중한 자료들은 많은 학위논문과 민속과 민족 언어를 주제로 한 방대한 

연구의 토대가 되었다. 특히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여러 권의 ‘타지크 민속’이 

준비되었고 마침내 5권으로 출판되었다. 가장 최근의 민속학과 연구진들의 과학

적 연구 노력의 결과물은 “타지크 민속학사전”의 출간이다. 

2012년에 전통 무형문화 표현의 연구, 활성화,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2013-2020 타지크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이 타지키스탄 정부

의 승인을 받았다. 

 “2013-2020 타지크 무형문화유산보호” 틀 안에서 타지키스탄 문화유산연구라는 

맥락에서 국가기구 “타지크사전(Tajik Encyclopedia)”이 “타지크전통문화사전

(Encyclopedia of Traditional Tajik Culture)” 편찬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까지 

두 권의 책을 출간하였다. 그리고 특별판 “나브루즈사전(Encyclopedia of 

Navruz)”과 “타지크전통음식사전(Encyclopedia of Traditional Tajik Cuisine)”이 

곧 출간될 예정이다. 

타지크의 무형문화유산 연구에서 ‘일름 바 마오리프(Ilm va Maorif)’, ‘미노

(Mino)’ 그리고 ‘하프트 파이카르(Haft paykar)’ 등의 비정부기구가 특별히 중요

한 기여를 했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2006년 지역 NGO ‘오담 바 올람(Odam va Olam)은 크리스텐센재단

(Christensen Foundation)의 지원을 받아 루다키어문학연구소 민속아카이브의 녹

음민속자료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300시간 분량의 민요, 민화, 이야기 

그리고 다른 녹음자료들이 디지털 형태로 전환되었다. 그 후에도 이 연구소는 녹

음기록의 디지털화를 지속하였으며 그 결과 450시간 분량의 민속자료가 디지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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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2006년 이래로 루다키어문연구소는 디지털 비디오자료를 수집, 소장하기 

시작했다.

2009년 공익단체 ’일름 바 마오리프’(과학과 교육)는 몇 몇 타지크 민속학자와 민

족지학자의 개인 자료 디지털화 사업을 수행했다. 녹음자료와 더불어 사진과 기

록민속자료도 디지털화했다. 이 프로젝트에 이어 오디오와 사진자료를 가수와 설

창자 그리고 다른 정보제공자들 또는 그들의 후손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을 지속했

다. 

문화정보연구소(Research Institute of Culture and Information, RICI)는 민족문

화, 도서관학문제 그리고 국가의 대중 매체에 대한 연구에 참여한다. RICI의 주

요 목표는 타지키스탄 정부의 문화정책 시행이다. 연구소의 연구자들은 현재 6개

의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다. 이들 중 하나가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되어 있다. 

제목은 “국내무형문화유산의 현황: 문제와 전망”이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

년간 수행되는 사업이다. 

문화정보연구소에서는 일 년에 네 번 과학저널 “문화헤럴드”를 출간하고 있다. 

저널 섹션 중 하나는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것이다. 게다가 연구소는 매년 “RICI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이라는 제목으로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 연구소의 우선적 목표 중 하나는 타지키스탄 무형문화유산의 연구와 문화유산 

발굴, 목록작성 그리고 세계문화유산등재서류 준비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조직

의 핵심 목표는 타지키스탄의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널리 알리는 일이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연구, 증진 분야의 학술조사정보연구소(Institute for the 

academic research and information)에서는 2016년 초부터 “타지크 무형문화유

산”이라는 연속물을 출간하고 있다. 이 책은 연구소 연구원들의 피땀 어린 작업

의 결과이다. 지금까지 두 권의 책이 출간되었으며 세 번째 책이 준비 중에 있다.

RICI의 무형문화유산관련 자료들은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으며 일부는 CD와 

DVD로 저장되어 있다. 이들 자료에 대한 카탈로그는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간

단한 목록은 편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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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보고서

촐몬 체렌도르ㅣ몽골 국립문화유산센터 전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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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보고서

히엔 티 응옌 ㅣ베트남 문화예술연구원 부원장

1. 무형문화유산 관련 법과 법적 문서

문화유산법(Law on Cultural Heritage)

문화유산법에는 베트남의 문화유산은 베트남 모든 민족의 소중한 재산이며 국가

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005년 비준한 2003 유네스코 협약에 부응하여, 2009년에 문화유산법(2001)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의, 관리, 보호수단 및 주요 연행자 지정에 관한 일부 조

항을 수정하였다.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에 관한 제1조는 “무형문화유산은 유형문

화와 문화공간과 관련된 공동체 및 개인에 속하는 정신적 산물이다. 이는 공동체

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고 지속적으로 재창조되어 왔으며 세대를 통해 구전, 

도제제도, 공연 및 기타 전승수단을 통해 이어져 온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제5장은 정부의 문화유산 관리에 관한 일반적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관리와 관련된 내용에는 8가지의 과업이 포함된다. 1) 문화유산의 발전과 보호증

진을 위한 전략, 프로젝트, 계획 및 정책 수립과 그의 시행, 2) 문화유산법 및 관

련 문서 제정과 시행, 3) 문화유산보호, 증진을 위한 활동 계획 및 실행, 홍보, 출

판 및 무형문화유산법의 교육, 4) 과학적 연구조사활동, 문화유산에 관한 문화 핵

심그룹을 위한 훈련 워크숍 개최 및 관리, 5) 문화유산 보호, 증진을 위한 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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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관리 및 활용, 6) 문화유산 보호와 증진 분야의 수상제도(단체 및 개인) 마

련 및 운영, 7) 문화유산 보호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8) 문화유산법 시행의 조사 

및 확인이다.

동법은 또한 다음과 같은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중요한 조항을 담고 있다. 

Ÿ 14조: 문화유산의 평가체제 수립 및 발굴 활동으로서 문화유산목록 작성

Ÿ 17조: 정부는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통해 무형문화유산을 보호, 증진해야 

한다. 1) 무형문화유산 연구 활동, 수집, 목록 및 분류, 2) 무형문화유산 종목

의 전승, 홍보, 출판, 공연 및 활성화, 3) 무형문화유산 종목을 연구하고 수집·

보관하여 전승하고 소개하려는 단체와 개인을 촉진하고 우호적인 환경 조성, 

4)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증진을 위

한 전문적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5) 무형문화유산이 소멸되는 위험을 방지하

고 무형문화유산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Ÿ 26조: 정부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증진에 있어서 주요 연행자들의 탁월한 기

술과 그들의 업적을 인정하기 위한 연행자 지정에 관한 정책을 마련한다.

결의안 No 98/2010/NÐ-CP

2010년 9월 21일에 발표된 결의안 No 98/2010/NÐ-CP는 일부 조항을 수정한 

문화유산법의 실행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증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담고 있다. 

기본적으로 문화유산법과 결의안 No 98/2010/NÐ-CP는 베트남의 문화유산을 

관리,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한 활동의 혁신을 촉진하고, 2003 협약에 부응하며, 국

제협약에 따라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원칙을 충족하는 중요한 법률문서들이다. 이 

두 법률은 정의, 보호수단, 국가 목록 그리고 공동체의 동의를 담은, 유네스코에 

제출할 무형문화유산종목 등재신청서류 작성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낸다. 베트

남은 이러한 중요한 법률문서를 바탕으로 국가프로그램과 많은 무형문화유산의 

관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하위 법률문서를 제정해왔다. 

회람 No 04/2010/TT-BVHTTDL

이 회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0년 6월 30일 공포한 것이다. 여기에는 무형문

화유산 목록과 국가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을 위한 관련 서류에 관해 규정하고 있

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유산과는 전국의 지역 단위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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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문화 관리자와 공동체를 위해 목록작성 관련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해 왔다. 

이를 통해 전국의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무형문화유산 목록이 개발되었다. 지역 

공동체는 그들의 최신 목록을 지방정부에 보내고, 지방정부는 보고서를 해당 주

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며, 주는 최종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유산과에 

보고서를 보낸다. 각 단계별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국가 목록이 매년 업데이

트된다.

결의안 No 62/2014/NÐ-CP

2015년 11월 13일, 대통령은 결정문 No 2533/QÐ-CTN을 승인했다. 이에 따

라 600명의 주요 연행자들을 “탁월한 민속예술가”로 지정하였으며 17명에 대해

서는 무형문화유산보호에 대한 생전의 노력을 인정하여 사후 훈장을 수여했다. 

교육프로그램 : 2013년 11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학교의 문화유산 

교육에 관한 회람 No 73/HD/BGDÐT-BVHTTDL을 공동 발표했다. 이 프로그

램을 통해 관련 기관과 단체는 7개 주와 도시에서 역사, 지리, 음악 교사들을 위

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일부 주에서는 무형문화유산 종목 중 응에 틴(Nghe 

Tinh)의 비와 기암(Vi and Giam) 민요, 푸 토(Phu Tho) 주의 쏘안(Xoan) 노래, 

박 닌(Bac Ninh)주의 쿠안 호(Quan ho) 노래 등을 교과 외 과정에서 교육하고 

있다. 

2. 국가목록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는 회람 No 04/2010/TT-BVHTTDL을 발표했다. 이 문

서는 국가무형문화유산목록을 위한 서류와 목록작성법을 규정하고 있다. 문화유

산과(문화체육관광부)는 목록작성에 참여하는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과 문화 관리

자들을 위해 회람 시행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관련 연구자, 지역 문화 관

리자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은 무형문화유산의 분류범주와 위치에 따른 적절한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법에 관해 토론한다.  

현재까지 63개 주가 무형문화유산 종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유산과에 

송부하였고 이를 토대로 국가목록을 업데이트하였다. 국가목록은 매년 총 약 8만

여 개의 종목이 업데이트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dsvhpvt.dsvh.gov.vn/Heritagelocal.aspx)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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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 베트남 국립문화예술학연구소(Vietnam 

National Institute of Culture and Arts Studies, VICAS) 역시 문화유산데이터와 

무형문화유산 목록을 작성해왔다. 이는 국립문화목적프로그램(National Target 

Program On Culture)이 기금지원을 하는 프로젝트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VICAS(http://kiemkedisan.d.webcom.vn/)에서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3. 문화유산데이터센터(Cultural Heritage Data Center, CHD), VICAS

1997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문화유산데이터센터(CHD)가 베트남

국립문화예술학연구소에 설립되었다. CHD는 국립문화목적프로그램 내의  베트남 

무형문화유산의 데이터 뱅크로서 운영되며 비디오 촬영, 영화편집, 사운드녹음, 

디지털화, 아카이빙 및 데이터 접속을 위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는 베트남에 

있는 두 개의 문화유산 데이터센터 중 하나로, 활동을 위한 기본시설과 예산을 

국가로부터 투자받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센터의 입력자료 수집을 위한 장비는 통신 분야의 최신장비들이

다. 예를 들면 베타캠 디지털 카메라, 베타캠 SP-DXC 35,40, DVCAM, 디지털 

카메라, 전문녹음기 소니 TCD5 등이다. 수집된 모든 문화자료는 베타캠, 

DVCAM, VCD 그리고 DVD에 담겼으며 이것이 데이터 뱅크의 원천이 되었다.

1999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VICAS는 약20만 달러 정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

아 각종 무형문화유산 관련 프로젝트, 연구, 수집, 조사, 보호 및 증진 활동을 하

고 있다. 또한 베트남의 모든 주의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약 10만 달러를 조성하

여 주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본 연구소는 

새로운 문화발전 프로그램의 무형문화유산 프로젝트를 위해 약 7만 달러를 제공

했다. 각 프로젝트는 3가지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영상물, 사진집 그리고 텍스

트 보고서이다. 결과물은 평가를 받은 후 제출되며, 센터, 각 주와 도시 내의 박

물관에 보관된다. 

1997년부터 2017년까지 832개의 프로젝트가 수행되었으며 그 중 523 프로젝트

는 편집된 영상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309 프로젝트는 러프영상을 보유하고 

있다. 센터가 보유한 시청각자료는 다양한 포맷의 총 3,971 테이프에 이른다. 러

프영상은 3,434 테이프이다.

+ 편집 영상물: 537 테이프

+ 100장씩 이루어진 앨범: 687개/68,70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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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형문화유산 연구기관 목록

베트남 국립문화예술학연구소(Viện Văn hóa Nghệ thuật quốc gia Việt Nam, 

Viet Nam National Institute of Culture and Arts Studies)

수행활동: VICAS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연구기관으로 문화와 예술분야의 대

학졸업자 훈련을 제공하고 연구조사 활동을 수행한다. 

웹사이트: vicas.org.vn

베트남 사회과학아카데미 문화학연구소(Viện Nghiên cứu Văn hóa, Institute of 

Cultural Studies (Viet 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

수행활동: 문화학 분야의 연구조사 및 석사후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후에시의 민족음악학연구소(Học Viện Âm nhạc Huế, Institute of 

Ethnomusicology in Hue City)

수행활동: 후에 음악아카데미에 속하는 민족음악학연구소는 전통음악과 중부-베

트남 산악지대의 민족음악 관련 발행물 수집, 아카이빙, 연구 및 홍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다. 이 연구소는 후에 음악아카데미의 연구, 교육 및 학습과 모든 사람

들을 위한 지역 민족음악 전자데이터뱅크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지역의 모

든 형태의 음악유산의 시의적절한 수집, 아카이빙, 연구, 소개 및 증진을 위해 이 

지역 전체 민속음악 연구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한다. 매년 민족음악학연구소

는 기관 내외의 저자들의 음악연구 결과물 출간을 위해 연구조사발표 게시판에 

공고한다.

문화유산연구증진센터(Trung tâm Nghiên cứu & Phát huy Giá trị Di sản Văn 

hóa, Center for Cultural Heritage Research & Promotion) 

수행활동: 연구 활동, 워크숍, 국제회의 개최, 문화유산 보호증진 자문, 교육부서

와 문화유산 워크숍 공동개최 

웹사이트: http://cch.hoidisan.vn

행정소속: 베트남문화유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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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구지원개발센터(Trung tâm Nghiên cứu, Hỗ trợ và Phát triển văn hóa 

(A&C), Center for Research, Support and Development of Culture (A&C))

수행활동: 문화연구지원개발센터(Center for Research, Support and 

Development of Culture), 약자로 A&C는 연구, 자문, 지원, 개발 그리고 개인과 

예술단체, 예술과 문화 분야의 공동체와 그 상대편 간의 협력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센터는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베트남 문화예술분야의 “쭉 뻗은 

팔(extended arms)”로서 기능한다. 

웹사이트: http://acrtculture.org.vn

베트남 문화유산연합(Hội Di sản Văn hóa Việt Nam, The Cultural Heritage 

Association of Vietnam)

수행활동: 베트남 문화유산연합은 직업훈련을 운영하거나 문화적 가치의 보호, 증

진에 열정을 지니고 있는 베트남의 단체, 개인을 아우르는 사회직업연합이다. 본 

연합은 증가하는 사람들의 문화적 요구에 부응하고, 베트남의 민족성에 깊이 새

겨진 선진문화를 발전시키며, 세계문화유산에 기여하고, 국가 행정효율성을 확대

하며, 문화유산법이 규정한 문화적 가치의 보호 증진에 대한 국민들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와 지원 하에 전국적으로 운

영되고 있다. 또한 국내외 단체와 개인과도 연계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hoidian.vn

베트남 민속학자연합(Hội Văn nghệ dân gian Việt Nam, Association of 

Vietnamese Folklorists (AVF) – AVF)

수행활동: 규정에 따르면, 베트남 민속학자연합(Association of Vietnamese 

Folklorist, AVF)은 “베트남의 54개 민족의 모든 종류의 무형문화유산의 수집, 연

구, 전승 및 보급에 종사하는 베트남 민속학자 단체이다.” 무엇보다 AVF 회원단

체의 연구 대상은 구전전통과 표현(신화, 민화, 산문, 시, 격언, 속담, 동화, 농담 

등을 포함한다.)과 같은 민속 문학, 다양한 형태의 공연 예술(음악, 무용, 놀이, 

발표, 연극, 인형극, 서사설창 등), 순수예술(회화, 장식, 조각, 건축 등), 사회신앙

관습(의식, 풍속, 의례관련 축제행사 등), 지역의 지식(수공예, 의약, 직조, 농업지

식, 기후와 동식물에 관한 지식 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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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 보고서

시미오네 세부드레드레 ㅣ피지 이타우케 문화언어연구소

1. 피지섬 개요

1.1. 피지는 100여개 섬에 90만 명의 인구가 흩어져 살고 있으며 원주민 행정체

계에 따른 14개 주 혹은 현이 북부, 중부, 동부 그리고 서부의 4개 정부행정 

구역에 편성되어 있다. 인구의 약 51%가 이타우케이(iTaukei) 원주민이며 

49%는 인도인의 후손과 중국인 그리고 다른 태평양 섬 출신이다. 주요 언어

는 영어, 이타우케이 피지어와 힌두어이다.

2. 피지의 문화기관

2.1 피지 문화유산의 대부분은 정부기관과 다음 법정기관의 관리 및 감독을 받고 

있다.

Ÿ 피지국립아카이브(The Fiji National Archives)(정부)

Ÿ 피지박물관(The Fiji Museum)(법정기관)

Ÿ 피지국립신탁(The National Trust of Fiji)(법정기관)

Ÿ 유산예술과(Department of Heritage & Arts)(정부)

Ÿ 이타우케이문제 담당부(Ministry iTaukei Affairs)(정부)

Ÿ 피지예술위원회(Fiji Arts Council)(법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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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번 발표의 대부분은 2003 유네스코협약 내용 중, 특히 국가목록작성의 핵

심 실행기관인 이타우케이문제 담당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3 피지는 2010년에 2003 유네스코협약을 비준하였으나 국가목록작성 사업은 

부족장대회의(Great Council of Chiefs, GCC)의 결의에 따라 2006년에 이미 

시작되었다. GCC는 원주민 통치와 관련된 사안을 토의하기 위한 피지의 전

통 부족장들의 회의체였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편향

된 정치 기구화 되었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2.4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GCC의 결의 덕분에 문화지도프로그

램(Cultural Mapping Program, CMP)으로 알려진 이타우케이문제 담당부의 

초기 사업이 수립되었다. 피지는 CMP가 시작된 이후  2003 유네스코협약이 

비준된 2010년까지 4년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경험을 축적했다.

3. 1단계: ICH 수집-문화지도프로그램

3.1 이타우케이 원주민 공동체의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한다는 점

을 우선 언급하고자 한다. 피지 공동체의 전통적 사회구성은 공동체적이며 문

지기 혹은 보호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결코 개인소유가 아니다. 위 2.3과 2.4

에서 언급한 무형문화유산의 수집은 바누아1)접근법(Vanua Approach)이라고 

불리는 고유의 이론적 접근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연구방식은 지역 학자 우

나이시 나보보-바바(Unaisi Nabobo-Baba) 박사가 주장한 것으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바누아 연구란 피지인 속에서 수행하는 연구는 바누아 정체성, 문화, 언어와 생

활방식 그리고 지식에 대한 그들의 철학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그 속에서 형성

되고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다.(Nabobo., 2010)

3.2 바누아 접근법의 핵심적 특징은 다음 8가지이다.

Ÿ 공동체에 혜택 부여

Ÿ 원주민 문화의 가치, 규약, 지식의 처리 및 철학

1) 바누아는 글자그대로 토지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동시에 사회조직과 동일시되는 물리적 환경의 사회적, 문

화적 측면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사회계획에서 이는 민족과 그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서

로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도 포함한다. 문화계획에서는 가치, 신념,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공동의 방식을 

의미한다.(Ravuvu, A.D.,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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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과정

나 나부나부키(Na� Navunavuci)� (개념) 이론화/연구의 개념화

나 바카바카라우(Na� Vakavakarau)� (준비 및 계

획)

바누아 의식과 활동애 필요한 신체적,� 심리적,� 방

법론적,� 그리고 정신적 조건 등을 준비 /� 추장,� 지

도자 및 연장자들과 미리 접촉하여 상담

나 이쿠루루(Na� Icururu)� /�

나 이세부세부(Na� Isevusevu)� (출입)

*출입은 한번만 협상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지속

적으로 그리고 연구조사의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

진다.

피지 이세부세부2)의 관례적 절차로서 바누아 출입

에 필요한 규범이다(가정,� 마을,� 공동체).

나 탈라노아(Na� Talanoa)� /

베이탈라노아(Veitalanoa)� (다자간 대화/양자 간

대화/독백/이야기 수집)

정보 수집을 위한 적절한 방법은 바누아적 환경에

따라 정해진 약속과 절차의 규칙을 토대로 한 탈

라노아를 통하는 것이다.

나 이투쿠투쿠(Na� Itukutuku)

(보고/분석/저술)

다른 연구조사과정과 마찬가지로 보고 혹은 저술

역시 바누아적 가치와 지식에 대한 규약에 신중하

게 다가가야 한다.

이타타우(Itatau)� (이별)

일시적으로 보이만일단 구축된 관계는 대개 평생

지속되며 조사대상 공동체에게 이타타우를 선물하

는 것은 ‘끝’� 혹은 ‘종료’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관계가 형성된다.

바카로고타키 레수(Vakarogotaki� Lesu)� /

탈레바 레수(Taleva� Lesu)

(재보고,� 재방문 /� 추장과 조사대사 공동체에게 완

료 보고)

감사의 인사나 완료보고를 위해 다시 가는 것은

‘당신을 돌보아 주거나 뭔가 소중한 것을 당신에게

주는’� 중요한 사람에 대한 중요한 피지의 의례절차

이다.

메 바킬라이(Me� Vakilai)/메 이부레부레 니 베이

사우 세 나 베이카 보우 나 카우타 마이 나 불라

사우투 (Me� Ivurevure� Ni� Veisau� Se� Na� Veika�

Vou� Na� Kauta� Mai� Na� Bula� Sautu)(변화과정/

연구결과로서의 변화/보고서)

지역에서 새로 선출된 연구자들의 생활과 기량에

즉각적인 변화가 발생지도 모른다.� 연구조사는 사

람들,� 특히 조사대상 공동체 사람들의 관습과 생활

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Ÿ 연구자가 피지어 또는 피지 방언에 능통한 정도

Ÿ 원주민 출신의 연구자

Ÿ 존중과 호혜

Ÿ 지역민 활용과 지역역량 강화 간의 상호연관

Ÿ 공동체에 대한 보고책임/피드백 의무

Ÿ 허가요청의 문제

3.3 바누아 접근법의 단계는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1: 바누아 방식의 단계

2) 오래되고 중요한 피지의 세부세부의식은 방문객들이 피지마을에 들어올 때 허락을 청하는 시간과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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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006년 비록 좁은 범위에서이기는 하지만 바누아 방식을 통한 피지의 문화지

도프로그램(Cultural Mapping Program, CMP)이 처음 시작되었으며 2010년 

협약 비준 이후 프로그램이 확대되었다. 반구조화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에 바탕을 둔 스토리텔링기법을 활용하여 피지의 1,171개 마을에서 

무형문화유산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타우케이문제 담당부의 CMP 분야의 직원들

은 QC(Quality Circle) 전략을 활용하여 이 사업 참가자들을 위한 안내지침서

의 가치와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왔으며, 이를 통해 무형문화유산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 단서의 포착 그리고 기법 등을 담은 종합적 문서를 만들어냈다. 

CMP 참가자들을 위한 안내지침서에 담긴 질문은 유네스코가 정한 5가지 범

주와 연계되어 있으며 참여적 지식보유자와 보호자들에게 다가가는 반구조화

된 출발점이기도 하다. 무형문화유산의 파악과 수집은 현지조사를 하기 전, 

기록자료 연구, 원 데이터의 디지털 음성기록과 비디오 기록, 참여 관찰과 현지

조사 보고서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피지 14개 주 중 13개 주는 이미 매핑이 

끝났으며 마지막 14번째 주의 작업이 현재 보고서 작성 중에 있다. 무형문화

유산 자료의 검토 역시 CMP과 동시에 수행되고 있다. 이는 문화지도검토프

로그램(Cutural Mapping Verification Program)이라고 하는데 이 역시 바누

아 방식의 일부이다. 텍스트, 오디오 및 비디오 파일형태로 편집된 무형문화유

산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전에 공동체의 검토와 수정을 받기 위해 공동

체의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에게 다시 보내진다. 2018년 현재 14개 주 중 5개 

주는 이미 검토를 받았으며 6번째 주는 보고서 작성이 진행 중에 있다. 

사진: 마을 사람들이 마을 회관에 모여 앉아 검토 작업이 수

행되는 동안 CMP 기록에 대해 경청하고 있다. (제공: 이타우

케이문제 담당부)

3.3 CMP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활성화부서(Special Revitalization Unit, 

SRU)가 만들어졌다. CMP가 진행되는 동안 지식 보유자와 보호자들은 종종 

그들의 특정 무형유산이 거의 잊혀져가고 있다거나 연로한 1명의 연장자만이 관

련 지식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도 한다. CMP 분야의 직

원은 지식전승을 위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무형문화유산 보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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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 연도 활성화된 무형문화유산 종류

1 레와 (Rewa)주 부티아 (Vutia) 2009 부티아 전통 돗자리 직조

2
라 (Ra)주 토카이말로 (Tokaimalo)구

마타베이카이 (Mataveikai)�
2010 바티와(Bativa)� 돗자리 직조

3 라주 라키라키 (Rakiraki)구 말라케 (Malake)� 2011 도자기 제작

4
로마이비티 (Romaitivi)주 레부카 (Levuka)� 구

바가다키 (Vagadaci)�
2011 흑색문양 돗자리 직조

5 라구 토카이말로구 부니세아 (Vunisea) 2011
바카드라우니다마누

(Vakadraunidamanu)� 돗자리 직조

6 라주 토카이말로구 나티비 (Nativi)� 2012 사사(Sasa)� 돗자리 직조

7
타일레부 (tailevu)주 부갈레이 (Vugalei)구 사부

(Savu)�
2012 나무줄기를 이용한 바구니짜기

8
나이타시리 (Naitasiri)주 나와이디나 (Nawaidina)�

구 나부칼루카 (Nabukaluka)
2013 전통 성가

9
카카우드로브 (Cakaudrove)주

나테와 (Natewa)구 부사시보 (Vusasivo)
2014 나테와(Natewa)� 부채 제작

10
세루아 (Serua)주 세루아 (Serua)구

� 나부툴레부 (Navutulevu)�
2015 다라우드레콰(Draudrekwa)� 돗자리 직조

11
카다부 (Kadavu)주 라비타키 (Ravitaki)구

나세가이 (Nasegai)�
2015 벡사벡사(Bexabexa)� 쟁반 제작

12
레와 주 사와우 (Sawau)구 다쿠이베카

(Dakuibeqa)�
2016

콜리쿠바(Qolikubu)/왈라우라우(Walaulau)�

전통 어로용 그물망 제작

13
나보사 (Navosa)주 나바투실라 (Navatusila)�구�

나부타우타우 (Nabutautau)� �
2016

이타베카세레(Itabekasere)-전통 대나무 바구니

제작

14
마쿠아타 (Macuata)주 나무카 (Namuka)구

비소코 (Visoqo)�
2016 나무카(Namuka)� 돗자리 직조

15
타일레부 주 바우 (Bau)구 로마니코로

(Lomanikoro)�
2017 전통 회관 내 전통 장식 복원

자와 공동체와의 토론을 촉진한다. 결정이 되면 이는 관련 부서의 특별활성화

부서에 보고가 되고 부서 담당자는 해당 무형문화유산의 최종 지식전승 작업

장에 대한 예비방문을 실시한다. 신청서를 제출한 모든 공동체는 참가자의 수, 

장소, 원자재 심지어 다과와 식사 준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정부

가 제공하는 편의는 참가자들의 교통비, 행정비용, 경상비 그리고 지역의 여

성클럽에 제공하는 음식비이다. 아래 표2는 시작 이후 2018년까지 SRU의 

지식전승 작업장 목록이다.

표2: SRU 지식전승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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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로마이비티주 나이라이 (Nairai)구 부투나

(Vutuna)� �
2017 바카우루아(Vakaurua)돗자리 직조

17
나드로가 나보사 (Nadroga� Navosa)주

코마베 (Komave)구 나마타쿨라 (Namatakula)�
2018 카바(kava)� 의식에서 공연하는 성가와 춤

18
로마이비티주 가우 (Gau)� 구 나와이카마

(Nawaikama)
2018 전사들의 전통 성가

3.4 가장 최근의 2018-19 SRU의 활동계획은 ‘재방문’이다. 이는 과거에 완료된 

SRU 지식전승 작업장을 모두 다시 방문하여 그 영향, 지속가능성, 모니터링 

그리고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4. 2단계 : 무형문화유산 공유-사례연구

4.1. 피지어사전사업(Fijian Dictionary Project, FDP) 

피지어사전사업은 CMP보다 훨씬 이전인 1970년대에 시작된 프로젝트이며, 무형문

화유산 공유는 이 사전사업에서 처음 인터뷰를 기록하기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온 것이다. 이 사업은 2007년 최초의 이타우케이 피지어 단일어 사전을 

출판하면서 완료되었다. 사전을 위한 어휘수집사업에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은 여

러 씨족과 부족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무형문화유산을 기꺼이 공유했다. 이들의 인

터뷰는 기록으로 남겨졌고 디지털화되어 이타우케이문제 담당부의 공공연구자원

센터(Ministry iTaukei’s Public Research and Resource Centre) 내 피지어사전

(Fijian Dictionary Papers, FDP)으로 보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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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계절에 상응하는 토착 음력 달력

SRU�분기 보고서

CMP�공동체 소식

기후변화문제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새로운 원주민

어휘

전통 계산법

전설

전통음식조리법 /� 전통음식 보존법

계절별 관습과 의례

분기별 전통 약초요법

역사(구전역사와 기술의 지속적인 재검토)

사진 갤러리(공동체 내의 축제 및 행사)

사진: FDP 프로젝트의 성과로 출간된 전통약초요법.

4.2. 계간 뉴스레터(ISSN 2414 326X)

무형문화유산은 계간 뉴스레터 “리아리아키(Lialiaci)”를 통해 피지의 초중등학교

에서 교육되고 있다. “리아리아키”는 인식, 깨달음이라는 뜻이다. 이타우케이문제 

담당부 내의 이타우케이 언어문화과(iTaukei Language & Culture) 직원들이 뉴

스레터 발간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이 표준원주민언어로 뉴스레터 기사를 쓰고 

있다. 3차 교육기관 역시 뉴스레터 송부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각 교육기관에 분

기마다 2부씩 송부되고 있다. 아래는 뉴스레터의 표지와 일반적인 목차이다.

4.3. 소셜 미디어-페이스북, 유튜브

해당 부서의 웹사이트 http://www.itaukeiaffairs.gov.fi/에 조사된 무형문화유산관

련 기사가 게재된다. 이 기사들은 이타우케이부 페이스북에 올라오고 있는 대중

들의 문의사항에서 얻은 것들이다. 또한 돌아가신 추장의 장례식에서부터 씨족/

부족의 이주관련 구전역사, 전설, 각 지역의 문화 축제, 전통 춤 등 많은 문화행

사를 연구하고 촬영한 비디오 다큐멘터리도 있다. 이러한 다큐멘터리는 5분에서 

23분 정도의 길이이다. 피지어로 설명하며 일부는 영어 자막이 있다. 이는 이타우

케이문제 담당부의 유튜브 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어 일반인이나 학생들이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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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플랫폼 무형문화유산 주제

매주 30분

지역라디오 방송

CMP에서 방문한 마을 및 지역 업데이트.

공공의 인식제고를 위한 무형문화유산 개요(전통달력,� 역사,� 이주의

속담,� 전설 다시 읽기)

공동체 청년문화 세션
공동체/신앙에 기반한 피지 청년단체의 요구에 맞춘 무형문화유산

문화 자율권에 관한 저녁세션

민족지학적 연구 이타우케이부의 공공자원센터를 통한 연구 및 페이스북에 올라온 대

다운로드받아서 감상할 수 있다. 아래는 다큐멘터리의 스크린숏이다.

4.4 지면의 제약으로 아래에 이타우케이부가 수행한 무형문화유산 공유 사례를 요

약하여 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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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문의사항을 토대로 한 관련 안건에 대한 연구논문

아동보호
원주민을 대표하는 주나 마을의 비공식적 성인 작업장은 유니세프의

아동보호를 준수한다.

수바 시립 어린이

도서관 독서 프로그램
시립 도서관 회원들인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피지 전설 읽어주기

라디오/TV� 질의응답 무형문화유산의 핵심 사안에 관한 생방송 인터뷰

이타우케이 주 축제

이타우케이부는 매년 이타우케이주에서 열리는 문화축제를 이끌고� 있

다.� 이 축제들은 무형문화유산 기념축제 및 공유가 한 번에 이루어

지는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성공사례 비디오는 벤치마킹을 위해 다

른 주와 함께 공유한다.

5. 3단계: 보호 / 보존

5.1 무형문화유산보호의 핵심적인 부문은 데이터베이스로서 CMP를 통해 확보한 

무형문화유산 관련 텍스트와 시청각자료이다. 일단 CMP가 완료되고 그 검토

과정도 함께 완료되면, 무형문화유산은 편집되어 심사를 거친 후 피지 최초의 

국가무형문화유산목록이 된다. CMP의 완성과 데이터베이스구축 완료를 기다

리는 동안 무형문화유산 데이터는 각 주의 지정 드라이브에 백업 저장된다. 

CMP에 수반되는 행정서류작업과 보고서는 이타우케이 공공자원센터에 축적, 

보관된다.

5.2 또한 피지어사전사업(4.1에서 언급한 FDP)이 수행되는 동안 수집된 민족지학

적 자료도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 이 자료들은 공개용으로 폴더에 하드카피

본과 함께 공공자원연구센터에 디지털 형태로 재포맷되어 보관되어 있다. 이

타우케이부는 또한 공공자원센터의 보존 및 유지를 위한 기금을 분배하는데 

이는 이타우케이부의 연례 운영계획의 부수적인 성과물이 되고 있다. 

5.3 공동체와 관련 주의 무형문화유산 행사와 축제에 관한 비디오 다큐멘터리의 경

우, 원본은 공공자원센터의 자체 지정 백업 드라이브에 디지털 형태로 보관되

어 있다. 

6.0. 결론

6.1 이타우케이문제 담당부가 수행하는 피지 무형문화유산의 파악, 공유 및 보호 

활동은 계속 진행 중인 매우 매력적인 학습 체험이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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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들은 QC의 문제 해결 노력에 달려 있다. 다음과 같은 속담처럼 역량, 

기술지원 그리고 인적 자원 등의 본질적인 난관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다.

   “바람의 방향은 결코 바꿀 수 없지만 항해는 조정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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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 보고서

예시 렌덥 ㅣ국립도서관아카이브 사서연구원

부탄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및 증진 계획

현재 부탄은 부탄문화의 특성을 보여주는 독특한 일상관습과 살아있는 전통이 풍

부한 나라로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부탄인들은 국가 내 다양한 

공동체에 연대감을 제공하는 국가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풍부한 문화와 전통적 

가치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부탄의 문화는 오랜 옛날부터 두 개의 거대 국가, 

즉 중국과 인도 사이에서 독립을 유지해온 부탄의 정체성을 형성해 왔다. 무형문

화유산의 보호는 1960년대 초 경제개발계획을 수립, 실시해 온 이래 핵심목표 중 

하나였다.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던 초기에는 관련 정부부처가 몇 개 되지 않았

다. 낭-시드 렌 카그(Nang-sid Lhen khag) 또는 키두 렌-카그(Kidu 

Lhen-kaha), 즉 내부부와 쉐-리그 렌-카그(She-rig Lhen-khag), 즉 교육부가 

유·무형문화유산의 보존, 보호 및 증진을 모두 담당했다. 후에 문화유산(CH)의 

중요성과 민감성을 인식한 정부는 문화유산을 담당할 카-진 렌-쵸그[Ka-zin 

Lhen-tshog, 국립 특별문제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Special Affairs)]를 

설립했으며, 부탄 국가언어와 여타 언어 및 방언을 보호하기 위해 종카

(Dzongkha, 국가언어)개발국을, 민속춤과 연극, 가면극 그리고 쿤셀(Kuensel)과 

같은 공연예술을 진흥하기 위해 기알-중 참 상 도-가르[Gyal-zhung Cham sang 

Doe-gar, 왕립공연예술아카데미(Royal Academy of Performing Arts)]를 그리고 

국민들에게 소식과 문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영신문을 설립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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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는 문화유산의 유지, 보존 및 증진에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두 개의 정부 부처, 한 개의 국, 아카데미와 신문사 외에 현

재 75개의 무형문화유산 단체와 205개의 실행주체/사무소가 서로 다른 역할과 

전략으로 무형문화유산 보호라는 같은 목표와 목적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기관은 국가의 개발계획을 효율화하는 광범위한 활동을 마련하고, 정책

을 제정하며, 문화유산과 관련된 필요한 국가적 사안을 해결하고,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비정

부기구들은 특정 지역 공동체 또는 특정 무형문화유산 종목에 초점을 맞추어 무

형문화유산 종목 또는 보유자에 대해 기록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들

은 종목 보유자들이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자신들의 토착적 지식을 활용할 것

을 장려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정체성을 지키고 진흥하며, 공동체의 지속가

능한 경제 발전을 창출한다. 따라서 부탄은 무형문화유산을 담당하고 있는 충분

한 수의 왕실정부(Royal Government of Bhutan, RGoB), NGO, 그리고 공동체 

단체가 존재하고 있어서 무형문화유산을 더 나은 형태로 유지해오고 있다.

부탄의 정부 기관들은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증진 활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다. 인류의 자산인 무형문화유산의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많은 기관

과 NGO를 찾아 볼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종류와 상관없이 연구조사, 사례연

구, 기록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의 디지털화 등 개인이나 NGO단체가 수행하는 어

떠한 사업이라도 관련 기관은 최우선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는 관련 개인, 단체, 

공동체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부에 알리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러한 체계는 

정부가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정부 기관은 일반적으로 승

인부터 최종 경과 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신중하게 관련 활동을 이끌어나가고, 

활동에 개입하거나 감독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거의 모든 종류의 국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정책과 법률이 제정되었다. 

다음은 관련 정책과 법률이다.

1. 법정공탁법 1999

2. 문화재법 2005

3. 문화재에 관한 규칙 및 규정 2006

4. 종교단체법 2007

5. 종교단체에 관한 규칙 및 규정 2007

6. 문화재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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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화정책 1983

8. 문화정책(국회 미 제출상태)

9. 문화유산지역법(국회에 미 제출상태)

10. 국립아카이브법(국회 미 제출상태)

앞에서 언급한 정부기관, 행위주체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은 관련 분야에 

대한 전통지식을 잘 알고 있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언제나 무형문화유산의 기록, 

유지 및 관련 정보 공유, 그리고 기록물의 보관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장비 구

입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 NGO 단체, 20개 지역 행정부, 205개의 구

역 행정부는 부탄의 2,000여개 마을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증진해야 할 막대한 

책임을 맡고 있다. 대략 2,000여 개의 무형문화유산 중에 400개가 조금 안 되는 

종목이 국가 목록에 등록되어 있으며, 그 보다 더 많은 종목은 소멸된 것으로 추

정된다.

부탄은 개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부탄의 문화와 전통에서 기인하는 독특함을 지

니고 있다. 예를 들어 개발계획 및 활동을 시행함에 있어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 GNH)의 개념이 적용된다. GNH는 좋은 통치, 문화유산 

보존 및 증진,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그리고 환경보존이라는 네 가지 핵심요소를 

담고 있다. 따라서 유형과 무형에 상관없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증진은 무형문화

유산이 보여주는 인류의 가치를 모든 개발계획에 통합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

한 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정부는 언어 및 방언, 구전전통, 공연예술, 놀이, 민속의례, 문화유적지, 

민속 지식 등을 연구하고 문화유산의 보호, 증진에 노력하는 모든 단체를 전적으

로 지원해야 한다. 수많은 무형문화유산 종목에 대한 연구 활동은 지난 수년 동

안 다양한 실행 주체들, 즉 정부, 공동 활동가, 개인 그리고 심지어 외국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는 책으로 출판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에 업로

드되어 전 세계 사람들이 쉽게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부탄 국립도서관 아카이브(National Libray & Archive of Bhutan, 

NLAB)는 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서적, 문서 및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 전력을 다

했으며, 소장도서와 자료는 모든 독자와 문화유산 애호가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NLAB은 연구 활동을 수행할 뿐 아니라 개인 문화유산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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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는 하드카피와 소프트카피 두 가지 형태로 발행되며 온라인에 업로드

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적은 교육기관과 관련 

기관을 통해 보급된다. NLAB은 25권 이상의 서적을 출판했는데 이는 부탄 무형

문화유산 보호에 큰 도움을 주었다. 문화 콘텐츠 관련 서적의 출판 외에 NLAB

은 무형문화유산 종목에 대한 상세한 기록 사업, 온라인 정보 공유, 무형문화유산 

국가목록 작성, 역사기록의 디지털화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의 자원이자 목판인쇄

술을 되살리기 위한 문서기록 보존 등의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아래는 부탄의 무형문화유산 정보 플랫폼의 URL을 일부 소개한 것이다.

Ÿ http://www.bhutanculture.bt/

Ÿ http://library.gov.bt/publications/publications.html

Ÿ http://www.rub.edu.bt/index.php/en/journals

Ÿ http://www.bhutanstudies.org.bt/books-2/

Ÿ http://loden.org/activities/loden-cultural-programme/

Ÿ https://www.bhutanculturalatlas.org/

Ÿ https://www.bhutanoralliteratureproject.com/

Ÿ http://www.dzongkha.gov.bt/en/publications

Ÿ http://www.nationalmuseum.gov.bt/en/publications

이전의 5개년 국가계획(Five Year National Plan, FYNP)과는 달리 국가 최고기

관인 내무 문화문제부 산하 문화과(Department of Culture, DoC)는 2018년 7월

에 시작되어 2022년 6월에 종료하게 되는 제12차 FYNP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보

호 및 증진에 초점을 맞추라는 지시를 받았다. 많은 활동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일부 무형문화유산 보존 및 증진 활동은 국가계획 1년차에 DoC 산하 9개 부서

에서 시작되었다. 계획을 수행하기로 한 일부 NGO에 대한 지원도 제공된다. 9

개 부서는 문화유적지과, 문화재과, 드리글람 남자(Driglam Namzha, 부탄 예법)

과, 부탄 국립도서관아카이브, 왕립공연예술아카데미, 직물박물관, 부탄 국립박물

관, 트롱사탑(Tower of Trongsa) 박물관 그리고 종교단체위원회이다.

그러나 기초연구, 워크숍, 훈련, 인적자원교류, 장비구입과 같은 활동이 FYNP에 

언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인해 기본적인 훈련비용만 충당할 수 있을 

뿐이며, 연구 활동과 워크숍도 기본적인 것만 수행할 수 있다. 필요한 연구 장비

도 겨우 일 년에 한번 정도 살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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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NP에 언급된 광범위한 활동 중 일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기록화, 지도

화, 역사고고학유적지 조사, 문화유산과 경관 조사, 기록 및 관리, 지지활동, 문화

유산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식제고 및 훈련 프로그램, 예술작품과 역사기록의 

보존, 복원 및 증진, 문화유산(전통수공업과 기예)의 보존, 보호, 기록 및 증진, 

드리글람 남자의 보호 및 증진, 박물관 브로슈어와 카탈로그 발행 및 관련 작업, 

공연예술, 사회관습, 체추(Tchechus, 가면 춤 축제) 그리고 축제 보존 및 증진, 

무형문화유산보호 인식제고 및 지지활동, 유‧무형문화유산의 통합 목록과 기록 작

업 등이다.

우리가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보역량 강화 활동에서 맞닥뜨리는 중요한 문

제는 바로 부족한 예산, 역량 있고 헌신적인 인재 부족, 기반시설의 미비이다. 연

구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추후 참고를 위해 사진, 시청각자료, 연구조사 

자료를 저장할 장비가 부족하며 문화유산분야의 전문가도 부족하다. 샤마니즘 의

례 관습 또한 연로한 사람들의 사망, 관련 민속지식과 민담 등의 상실, 문화유산

에서 탄생한 인류의 가치와 믿음에 대한 경시 등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종교적 

압력으로 인해 현재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 부탄인들은 이에 공감하고 심각하

게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최근 초중등 및 3차 교육기관의 학교교과과정

을 재논의하고 현재 교육과정에 문화유산을 포함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무형문화유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저계층인 공동체, 젊은이, 공무원 등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이 제기하는 문제와 우려를 경청하면서, 가능한 해결책은 관습의 

보호, 심도 깊은 조사, 시청각 기록 및 상세한 목록을 작성하는 것과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정보를 보급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문화연구계획을 권장하고 더 많

은 출판물을 간행하며 미래 세대에게 문화유산과 인류의 가치를 교육하는 것이 

오늘날 핵심적인 활동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탄의 풍부한 문화유산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이어져온 전통

을 통해 차곡차곡 쌓아온 사회적, 인간적 가치와 함께 사라져 가고 있다. 급속한 

근대화와 세계화의 흐름으로 인해 부탄이 유지해온 인간적 가치는 서구와 이웃 

나라 관습의 영향을 지나치게 많이 받고 있다. 이는 정부가 심각하게 우려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제12차 FYNP에서는 해당부서의 목표를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및 증진에 초점을 맞추도록 했다. 그리고 FYNP와 별도로 국왕 역시 인류가치 프

로젝트라는 사업을 별도로 수립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여러 명의 문화학자가 참

여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유산에서 유래한 인류의 가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책도 발

간했다. 이 책은 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에 보급될 것이며, 교육과정에 문화유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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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하게 되면 기본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제5대 국왕 드룩 기알포(Druk Gyalpo)는 2017년 제7차 연례 문화 공무원 회의

에서 “젊은이들은 나의 심장이며 더 가까운 곳에 우리 문화와 전통이 있다. 따라

서 우리는 우리의 문화유산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왕의 

소원과 모든 부모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정부는 우리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훼

손하지 않고 활기차게 유지하고자 하는 열망을 이룰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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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보고서

자얀티 시레스타 ㅣ� 네팔 문화관광부 문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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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고서
최연규 ㅣ�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실 사무관

(참고자료)한국 무형유산 자료 보존 및 아카이빙 사례
※본 글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남아시아 협력 무형유산 아날로그 시청각자료 디

지털화 워크숍(2016)」 자료집에 수록된 발표문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 아날로그 시청

각자료 보존 및 아카이빙 사례(최연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무형문화유산 시청각 기록의 중요성

문화유산은 한번 훼손되면 그 원형의 복원이 어렵기 때문에 보존과 전승을 위한 

기록의 작성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무형문화유산은 연극, 음악, 무용, 공예, 기술 

등 정형화된 형태가 없는 무형의 문화적 소산이기 때문에 보호와 전승을 위해 언

제든지 그 형태를 볼 수 있도록 기록하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무형문화재를 보

유한 기예능인(인간문화재)이 평생을 바쳐온 기량과 재주가 자신이 죽으면 완전

히 사라져 버린다는 것은 개인의 상실과 슬픔을 넘어 국가적 손실, 세계적 무형

문화유산의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서구문화의 유입 등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이 단절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무형문화유산의 역사, 

전승양상, 전승활동 등 상세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하는데 있어

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무형유산의 원형 보호 및 복원, 후대 전승을 위해 관련 자료의 체계적 수집, 기록

과 함께, 기존 아날로그 자료의 영구보존 및 다양한 활용을 위해 디지털 관리 및 

서비스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디지털 기기 보급 확산으로 대부분의 기록

자료가 생산단계부터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유통되고 있고, 기존에 무형문화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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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화 사업 등을 통해 축적한 문서나 사진, 녹음테이프, 영상테이프 등 아날로그 

방식 기록물들도 열화현상에 의한 훼손으로부터 영구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책

으로서 디지털 변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콘텐츠자원 나아가 국가지식

산업자원으로 무형문화유산 기록자원들이 활용되기 위해서도 디지털 아카이브 체

계로 자료관리 및 서비스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유품 및 소장품 기증 기탁 

사업 등을 통해 아날로그 시청각 기록물들을 지속 수집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수집된 기록물의 영구보존을 위해 디지털 매체변환 장비, NLE편집장비, 데이터 

백업장비, 정보관리 및 정보보호 장비 등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및 서비스에 필

요한 장비를 도입하고 디지털 아카이브 웹서비스 시스템 등 관련 정보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수집자료의 체계적 보존관리, 활용을 위해 디지털 정보의 장기 보존을 지원

하는 국제 디지털 보존 표준인 OAIS 참조모형(Open Archival Information 

System)을 준용하여 정보의 생산/보급, 보존/관리, 접근/활용 단계에서 필요한 각

각의 기능적 요건들을 아카이브를 구축에 반영하고 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세계적 무형유산 종합정책기구의 위상 정립을 위해 무형문화재 

전승자, 연구자, 개인 수집가 등 무형유산 자료 소장자들과 거버넌스를 형성, 전

국에 산일된 무형유산 기록정보 자원들을 수집, 디지털 변환하여 영구 기록보존

하고, 국내외 연구자 및 일반국민들과 학술․연구․지식정보 DB를 공유하는 등 아카

이브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무형유산의 생성, 변화, 발전과정에서 광

범위하게 생산된 모든 아카이브 자료들을 집적하고,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여 전

시, 공연, 교육, 학술연구, 전승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고, 활용된 성과물

들이 다시 아카이브에 축적되어 후대에 전승되는 자료수집의 선순환체계를 형성

하고자 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문화, 예술, 방송, 영화/영상 등 유관분야 아카이

브와 자료, 콘텐츠, 프로그램을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는 「무형유산 아카이브 허

브」를 구축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아카이빙 대상 및 저장매체 종류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무형유산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수집하고 있는 자료들은 아

래와 같이 수집대상 및 방법, 절차 등이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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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아카이빙 대상

기증·기탁

유물

무형문화재 전승자 소장품/유품 등 (국가지정 134종목 6,278명)

무형문화재 연구자/전문가 수집 소장 자료

공연·전시 원내 상설 및 기획전시 자료,� 토요상설 기획/특별공연 자료

조사연구 전승현황조사 (자원조사,� 정기조사,� 종합조사,� 기초조사)� 등 결과물

기록화 국가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 구술채록사업 결과물

공적기록물

이관(복제)

무형문화재 기예능 심사,� 보유자 공개행사 기록자료

국가 및 지자체,� 박물관,� 대학,� 유관기관 등 생산 발굴 자료

행사자료 국제무형유산영상페스티벌,� 무형문화재 보조사업 등 행사 기록자료

전승단체기록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총128개)� 전승 및 교육관련 기록자료

<표 1. 국립무형유산원 아카이빙 대상> 

아카이빙 자료 보존관리

디지털 변환과정을 통해 아카이빙된 자료는 원본을 하드디스크, DVD 등 시청각 

기록물 보존에 적합한 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하고,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해 주기

적으로 백업을 실시하고 백업자료는 도난 및 훼손의 우려가 없고 항온항습이 유

지되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백업 대상자료의 유형, 용도,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하드 디스크(HDD), 마그네틱 

테이프(LTO), 광디스크(DVD) 등 다양한 방식의 저장매체 특성을 단계적으로 적

용하여 백업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검색 활용에 용이하도록 원본대

체용과 활용용 스토리지를 분리하고 있으며, 영구보존용 테이프 백업장치는 내부

/외부서비스와 독립적으로 구축하고, 재난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복본을 원

격지로 소산 보관한다.

국립무형유산원의 경우 대용량의 영상자료가 시청각 기록물의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어 대용량이고 랜덤 액세스가 가능한 하드디스크(HDD)를 주요 저장매체

로 사용하고 있으며, 용량이 작은 광디스크(DVD)는 보급용으로 마크네틱 테이프

(LTO)는 백업 및 소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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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

디지털 아카이빙된 자료들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다양한 메타데이터를 작성,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으며, 학술연구, 교육, 문화 콘텐츠 자원으로써 활용

가치가 높은 자료들은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 

웹서비스 시스템(www.iha.go.kr)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현재 영상, 음원, 사진 

등 약 50,000여건의 자료가 등록되어 서비스 중에 있으며,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1Giga급의 전용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대용량 동영상 파일 등의 서비스에서 병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저장장치영역네트워크인 SAN(Storage Area Network)

을 구성하였으며, 동영상 스트리밍 서버를 도입하여 사용자가 저속의 인터넷 접

속환경에서도 고품질의 멀티미디어 자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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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웹서비스 화면]

참고자료

문화재청 기록화사업 표준 데이터 제작 지침

문화재청 기록물DB 구축 지침서

국립무형유산원 기록물 등의 생산, 수집, 관리 및 기록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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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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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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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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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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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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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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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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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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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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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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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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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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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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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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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태지역에서는 

13개의 국가가 협약에 가입하였고 각국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서 많은 국

가들이 관련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협약 가입 당사국의 수가 증가하

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무형유산 보호에 관한 경험 및 관련 인프라의 부족, 파트

너십 공조 기반 미비 등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보호 프로그램,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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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활동을 전개하는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유네스코는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고 무형유산 보호 활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시행해봤던 

전문기관 등을 통한 개별적인 접근 방식을 활용하기보다는 분야별 전문가, 전문기

관 또는 비정부기구 등의 연대를 통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나

은 상승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언급한다. 특히 유네스코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 

관계를 맺고 다자적인 접근을 통해서 문화 분야의 역량 강화 활동을 주요 전략 과

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협약 운영지침’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다양한 

주체들 즉, 공동체, 단체, 해당되는 개인, 전문센터, 연구소 및 정부기관 등의 참여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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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혁신적인 도구인 미디어나 정보통신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장

려하고 있으며 실제로 웹사이트를 통해서 무형문화유산의 의미에 대한 광범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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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전문가 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문 센터 설립을 장려하는 분산화(decentralizing) 정책 기조를 표명한 바 있다. 

  이런 관점에서 아태무형유산센터 역시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에서 최상의 결과

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고안된 센터의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으로부터 축적

된 다양한 주체들 간의 연계망을 구축하여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의 다양한 정보

를 망라하는 게이트웨이(gateway)로 거듭나고자 한다. 아태지역의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은 실제로 개별적으로 좋은 인적 자원과 무형문화유산 보호 관련 자료들

을 보유하고 있을지라도 접근성의 문제로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

이다. 따라서 센터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무형유산 분야의 국내, 단위지역, 

지역 및 국제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상호 자문을 제공하거나 전문성을 활

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이러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무형유산에 관한 현

장 소식 및 각국 동향 등 다양한 자료를 교환하고자 한다. 센터의 활동은 무형유

산에 관한 지식의 활용과 보호, 창조 및 분배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이것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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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무형유산 보호 활동에 공동체, 단체, 전문센터, 연구소 및 해당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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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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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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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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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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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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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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및 패널

최성자 (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무형문화재위원 개회식

휴 시카드 유네스코 무형유산과 사업전문관 기조

바이브하브 차우한 인도 사하피디아 담당관
1세션

발표
레이첼 맥알리스터 아일랜드아크프로젝트재단 기술개발전문관

강진욱 제머나이소프트 대표

김종석
국립중앙박물관 문화교류홍보과 학예연구사

(실크로드플랫폼 국제네트워크 한국 포컬포인트)
2세션

발표마리아 테레사 아르테즈 이탈리아 응용수학정보기술연구소

최효진 새공공영상문화유산정책포럼 연구위원

딜쇼드 라히미 타지키스탄 문화부 산하 문화정보연구소 소장

국가

보고

촐몬 체렌도르 몽골 국립문화유산센터 문화유산연구등록과 전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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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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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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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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Time Schedule 

09:30-10:50 

(80 min.) 

 Country Reports: Establishing ICH Information Infrastructure and 

Strengthening Information Capacity in Each Country 

Share current situation and experiences related to ICH information in each 

country, such as subjects handling ICH information, relevant policies or 

institutions, infrastructure, scope and volume of information held. In 

addition, plans or necessary actions to create appropriate information base 

are presented by each country. 

 Country 1. Tajikistan (Dilshod Rahimi, Deputy Director, 

Research Institute of Culture and Information) 

 Country 2. Mongolia (Tsolmon Tserendorj, ICH Specialist, 

Department for Research and Registration of Cultural Heritage, 

National Center for Cultural Heritage) 

 Country 3. Vietnam (Nguyen Thi Hien, Vietnam National 

Institute of Culture and Arts Studies) 

 Country 4. Fiji (Simione Sevudredre, Researcher, itaukei Institute 

of Language & Culture) 

 Q&A 

10:50-11:00 Coffee break 

11:00-12:10 

(70 min.) 

 Country 5. Bhutan (Yeshi Lhendup, Researcher, National Library 

& Archives of Bhutan) 

 Country 6. Nepal (Jayanti Shrestha, Culture Division, Ministry of 

Culture, Tourism and Civil Aviation of Nepal) 

 Country 7. Republic of Korea (Yeon-Gyu Choi, Deputy-Director, 

Office of the Director for ICT Management,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Q&A 

12:10-13:15 Lunch 

13:15-14:15 

(60 min.) 

 Panel Discussion 

 Topic 1. Measures and Tasks to Strengthen Information 

Foundation for ICH Safeguarding 

Discuss various measures and challenges in establishing information 

base and strengthening information capacity for safeguarding ICH in 

Asia-Pacific countries 

- Moderator: Hugues Sicard (UNESCO) 

- Discussant: Tsolmon Tserendorj (Mongolia), Simione 

Sevudredre (Fiji), Vaibhav Chauhan (Sahapedia), Yeshi 

Lhendup (Bhutan), Jayanti Shrestha (Nepal), Yeon-Gyu Choi 

(CHA, Korea), Jay Kang (Gemini soft) 

14:15-14:30 Coffee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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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5:30 

(60 min.) 

 Topic 2. Measures and Tasks to Establish Information-Sharing 

Mechanism for ICH Safeguarding 

Discuss ways to build network among countries and tasks to be solved 

for sharing ICH information in the region 

- Moderator: Yoo Young Sik (Chairman, The Korea Research 

Reporters Association / Executive Manager, YTN Archive-

Team) 

- Discussant: Maria Teresa Artese (IMATI, Italy), Nena Paliwal 

(Sahapedia), Meung-Hoan Noh (Korean Society of Archival 

Information and Cultural Studies), Hyojin Choi (Korean Public 

Policy Forum for Audiovisual Heritage) 

15:30-15:45    Coffee break 

15:45-16:45 

(60 min.) 
 Topic 3. Strategy to Support Enhancing Information 

Capacity for Safeguarding ICH 

Explore models and strategies to enhance ICH information base and 

capacity suitable for cultural, linguistic and technological environments 

in Asia-Pacific 

- Moderator: Daniel You (SVP, Dasan Networks) 

- Presenter: Weonmo Park (ICHCAP), Dilshod Rahimi 

(Tajikistan), Nguyen Thi Hien (Vietnam), Hugues Sicard 

(UNESCO) 

16:45-17:00    Coffee break 

17:00-18:00  Summary of the Meeting & Closing 

Share major discussion points and results of the meeting 

- Moderator: Nguyen Thi Hien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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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jikistan 
 
 

 

Dilshod Rahimi, Deputy Director, Research Institute of Culture and Information 

Brief Information on ICH in Tajikista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he Tajik people has seen a long history of 

formation and development and has grown in multiple ways and expressions 

and forms. These intangible cultural forms have always played significant 

functional role both in past and today. Indeed, in the course of history as society 

developed from ordinary ways to more complex some of the cultural forms and 

expressions being affected by different factors (for instance industrial 

development) have either ceased or transformed. 

 

However the academic study of the aspec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ajikistan begun in the last decades of the 19th and early decades of the 20th 

centuries. In 1951 at the Academy of Sciences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specialized research Institute of History, Archaeology and Ethnography named 

after Ahmadi Donish was set up and henceforth major ethnographic and 

historical expeditions and special researches were conducted employing local 

scholars. 

 

The research members of staff of the Ethnographic Department launched large-

scale expedition and research projects on various aspects of the Tajik culture 

encompassing, family life, customs, ceremonial and festive celebrations, 

traditions, folklore including dances and singing, languages, agriculture and 

horticultural production, etc., and since than many publications emerged 

featuring the results of these academic endeavors in form of monographs, 

individual academic pieces and photo albums.  

 

In addition, in 1958 in the Rudaki Institute of Language and Literature a special 

folklore studies department was created, which specifically has aimed and 

continues researching in the field of the folklore and traditional 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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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ions and literature. Through many years expeditions and field visits has 

been undertaken to collect the oral literature and folklore material, both within 

Tajikistan and outside of the country in other Central Asian countries. The 

folklore archives of the Rudaki Institute contains more than 225000 pages folklore 

materials, including 21000 proverbs and sayings, 8200 riddles, 30000 traditional 

quadrants and couplets, 20000 traditional songs, 6100 tales, 3200 anecdote and 

140 poems of the traditional epic song «Gurghuli». There are also more than 200 

field notes and expedition diaries of the academic researches that have worked in 

the department. 

 

This treasure of material has been basis of many academic dissertations and large 

studies devoted to the topic of folklore and ethno linguistics. In particular, in 

1970s and in 1980s a multi volume publication of the «Tajik Folklore» was 

prepared and eventually printed in 5 volumes. The most recent publication of the 

academic endeavor of the members of staff of the folklore department is 

«Encyclopedia of the Tajik folklore studies». 

 

In 2012, the State Program of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ajik People for 2013-2020 has been approved by the Government of Tajikistan 

with the purpose and focus on research, revitalize, protect and promote of the 

traditional intangible cultural expressions.  

 

In the context of researching Tajikistan's cultural heritage in the framework of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ajik People for the 2013-

2020» the State Organization «Tajik Encyclopedia» has taken an initiative to 

publish an «Encyclopedia of Traditional Tajik Culture» and to date the two 

volumes of this work has been printed. In addition special volume of 

«Encyclopedia of Navruz» and «Encyclopedia of Traditional Tajik Cuisine» is 

being prepared to be published soon.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in the study and research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he Tajik people there are sever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cluding «Ilm va Maorif», «Mino» and «Haft paykar», which are making a 

significant contribution.  

 

In 2006 the local NGO «Odam va Olam» led a project with support of 

Christensen Foundation on digitalization of the audio folklore material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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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klore archive of the Rudaki Institute of Language and Literature. In the result 

300 hours audio materials of folksongs, folktales, stories and other recordings 

were transferred in to digital format. Following that the employment of this 

Institute also continued digitalization of the audio records and thus digitalised 

about 450 hours of the folklore materials. Since 2006 in the Rudaki Institute of 

Language and Literature were started gathering and storage digital video 

materials. 

 

In 2009 the public organization «Ilm va Maorif» (“Science and Education)” 

conducted a project on digitalization of the private archive of some Tajik 

folklorists and ethnographers. Alongside with audio materials there were 

digitalized photo and written folklore materials as well. The follow up of this 

project was continued in the form of returning audio and photo materials to the 

singers, story tellers and other informants, or to their children and descendants.  

 

The Research Institute of Culture and Information (RICI) is engaged in the study 

and research of national culture, the problems of library science and the country's 

media. The main goal of RICI is the implementation of the cultural policy of the 

government of the Tajikistan in its activities. The researchers of the Institute 

currently work on six scientific projects; one of them is related to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s title is "The current stat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country: problems and prospects", duration of which is 5 years, from 2016 to 2020. 

 

In the Research Institute of Culture and Information, a scientific journal "Herald 

of Culture" is published, which is published four numbers in a year. One of the 

sections of the journal is devoted to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addition, 

the Institute annually publishes the results of studies under the title "Proceedings 

of RICI employees". 

 

One of the priorities of this institution is the identification, inventory making, 

and preparation of the nomination files and the study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he people of Tajikistan. In this direction, the main goal of our 

organization is to contribute to the preservation and dissemination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he population of the country. 

 

In the Institute for the academic research and information in the field of 

safeguarding, researching and promot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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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ginning of 2016, the book series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ajik 

People» is being published, which reflect the breadth and variety of the result of 

the painstaking work of the research members of the institute. So far, two 

volumes in this series were published and the third volume is in preparation.  

 

The ICH related materials of the RICI are kept in the hard memory discs and also 

a part of the in the forms of CD and DVD’s. There is no catalog prepared for 

them, just a short list of materials was compiled. It should be noted that some 

materials and field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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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golia 

 

Tsolmon Tserendorj, ICH Specialist,  

Department for Research and Registration of  

Cultural Heritage, National Center for Cultural Heritage 

 
PRESENT CONDITIONS AND CAPACITY 

 

Relevant policies  

In 2014, the Mongolian Law on the Protec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was 

amended with 13 chapters and 61 articles. The main purposes and functions of 

this law is to regulate any relations associated with investigation, registration, 

research, classification, evaluation, conservation, protection, restoration, 

revitalization, transmission, ownership, usage, and promo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22. Registration of cultural heritage  

22.4 The inform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ts bearers shall be registered in 

the cultural heritage registration and information database 

24.1  The informa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registration and information database can 

be used by citizens and legal entities, with the permission of an authorized entity. It 

is prohibited to infringe the legitimately given interest of owner and possessor while 

using the information.  

24.2  The information of cultural heritage registered in the cultural heritage registration 

and information database can be used to make comprehensive promotional products 

for the public.  

Article 34. Rights and duties of bearer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34.2. Bearer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hall have the following duties: 

34.2.1 to teach students and transmi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 the next generations;  

34 2.2. to disseminate and promot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34.2.3 to provide assistance to record information and conduct registr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ticle 39. Transmiss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39.1. The state cent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charge of cultural affairs 

and Governors of all levels shall be responsible to preserve, protect transmit, promote, and 

researc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ts bearers in association with ethn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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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traditions, customs, and livelihood. 

 

Article 48. Recreation and transmiss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48.1. In the case of endanger or disappearanc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state 

cent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charge of cultural affairs shall organize measures 

to recreate and transmit, based on related registration and information. 

48.2. The recreat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hall be assessed by the Professional 

Council under the state cent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charge of cultural affairs. 

 

Article 49. Cultural heritage education 

49 2.3 to promote legislation, customs, traditions, and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through public social media. 

 

Actors and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e Mongolian Law on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and the 

given permission by the State administrative central authority in charge of 

cultural affairs or MECSS, the National Center for Cultural Heritage conducts the 

registration, inventorying and safeguarding of ICH throughout the country in 

cooperation with Government Implementing Agency of Culture and Arts 

Authority, Provincial museums, the Departments of Education and Culture in 21 

provinces and 9 districts of Ulaanbaatar city, and Local museums (primary 

registration and information database of ICH). Below is the structure of 

Registration and information state database of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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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1. The system of the Registration and information database of cultural 

heritage  

Individuals, heritage bearers, communities and related NGOs actively involved 

in the process of the identification, and registration of the ICH. As of 2018, total 

43 NGOs are working in Mongolia for safeguarding, transmitting, disseminating 

and promoting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for including “Mongol 

Khoomei”, “Association for Traditional Folk Long Song”, “Golden thread”, 

“Mongolian Association for Falconry”, “Association for Supporting the 

Handcrafts”, “Mongol Epic”, “National Center for Development of Mongol Ger”, 

“Mongolian Calligraphy”, “Research and information center for Sacred sites”, 

“Ikel Foundation”, “Mongolian Knucklebone Shooting”, “Mongol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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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gol Smith”, “Zoos Shiree”, “Art and Culture Center of Western Mongol” 

and so on.   

 

The registration and inventories are one of the main safeguarding 

activities and ICH registration based on above mentioned inventorying should 

contain the full information required for revitalization in case of disappearance 

and consist of the following materials: 

- A description of ICH 

- Information concerning the ICH bearers 

- Documentation on inventorying procedure 

- Report on viability of ICH element 

- All types of recording: audio and video 

- Photos  

 

As results of the inventorying and registration system, the Nationwide 

inventorying of ICH a valuable asset gathered as a source to further elaborate the 

short- and long-term objectives, policies and programs for safeguarding and 

transmitting ICH. Furthermore, it aids all necessary information to extend and 

draw-up the updates of the National Lists of ICH.  

 

177 ICH elements and 8383 ICH bearer’s registration and information gathered in 

the State Registration and Information Database of Cultural Heritage at CCH, 

between 2010 and 2017, including 105 practitioners were listed on the State List 

of Most Talented Bearers of ICH.   

 

 
Diagram 1. Classification of ICH bearer’s registration into the five main domain 

of UNESCO 

 

Registration of ICH bearers registered at the Registration and Information State 

Database of Cultural Heritage in between 2010 an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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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gistration of ICH bearers  

№  Administration Unit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7 Total 

ICH 

bearers  
 

Number of ICH bearers registered in state database  

 

1 21 

provinces 

330 

soums 

2717 1292 1052 680 566 29 615 6469 

2 9 districts 152  

khoroos 

583 656 0 108 81 4 0 1432 

Total 3300 1948 1052 788 647 33 615 8383 

 

 

Diagram 2. Classification of ICH elements 

 

As of 2018, total 316 hours’ sound recording, 1050 hours’ video recording, 850 

ICH bearer’s videos, sound recordings and photos are being storage at the ICH 

section of the State Registration and Information Database of Cultural Heritage. 

Access to this database is open to researchers, scholars, scientific organizations 

and public and these information and database are being distributed to the 

public by offline way and we are looking for online and effective distribution 

besides the website. Below are the examples of online and offline information 

distribution for safeguarding of ICH elements and its practitioners.  

 

Online information www.monheritage.mn  

 

The National Center for Cultural Heritage is distributing the ICH information 

associated with policy, safeguarding measurements, and activities, 2 main 

windows and 9 sub-windows on the website of NCCH.   

 The first window is dedicated to the general public and it was titled as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t includes with following 8 sub-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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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nheritage.mn/


1. Abou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 Who are ICH practitioners and bearers? 

3. How the process of identification and registration of ICH practitioners 

going on?  

4. National ICH registration and inventory of Mongolia 

5.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gistered on UNESCO Lists 

6. We are receiving the information and registration of ICH practitioners 

openly 

7. An inventory extract of ICH element that is being under the process of 

nomination to UNESCO lists.   

8. Contact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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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cond window is dedicated to cultural workers, specialist and those people 

who are working in the field of safeguarding of ICH throughout the Mongolia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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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ing professional methodology and instructions on the inventorying and 

registration. This window was titled as Methodology for ICH and it includes 

several handouts and instructions for making inventorying and registration for 

cultural workers, translation of UNESCO 2003 Convention for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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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ides the website the NCCH is using social media for distributing the cultural 

heritage information, especially the safeguarding of ICH. Facebook page name is 

as the National Center for Cultural Heritage in Mongolian and it has over 5500 

active foll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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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line distribution of ICH information 

 

Within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projects by the Government of Mongolia, 

the NCCH has published several publications including handouts, books, 

brochures and DVDs and CDs aiming to improve the capacity of registration 

officers, cultural workers who are working in the field of ICH safeguarding 

provide safeguarding, dissemination, transmission, establishment of stable 

safeguarding strategy, and raising awareness of public on thos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lements, with cooperation of other related organization since 

1999. Following National projects were implemented.  

- the National project Supporting the Folk Performing Arts” (1999) 

- the National project “Morin Khuur And Long Song” (2005) 

- the National project for “Mongol Khoomei” (2008),  

- The National project for “Mongolian traditional folk dance Bii 

Biyelgee” (2009),  

- The National project “Mongol Epic” (2012),  

- The National project “Mongol Tsuur” (2014),  

- The National project “Mongolian art productions” (between 

2015 and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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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ides the implementation of the Mongolian Law on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and the aforementioned national projects, the NCCH has implemented 

the project “Strengthening capacities of Mongolia for implementing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etween 2012 

and 2016, by the support of UNESCO and Japan Fund in Trust (JFIT) aiming to 

increase Mongolia’s National capacities for the long-term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 enha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Mongolia, to transmit the 

ICH to younger generations and to ensure the viability of ICH.   

Capacity building training, workshops for local people, cultural workers and 

• “Need assessment for strengthening National capacities in 

implementation of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Mongolia”, 2012 

• “National Capacity building workshop on Community-based 

inventory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13  

• “Training on the use of the mechanisms of the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15 

• Training of Trainers on Digitizing Mongoli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irst Steps towards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Inventory 

and Electronic Database of Mongoli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16 

• “Safeguarding plans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16  

As a result of the project following posters, handout and brochures were 

published and distribu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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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ESSARY TASKS AND SUP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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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echnology cannot replace human interaction, there is significant scope 

to develop activities that on the one hand document and preserve the knowledge 

of rare songs, dances, composition and craftsmanship, but also ensure the 

transmission of this knowledge to younger generations. In this sense, technology 

can help sustain the knowledge of the past and enable its transmission to future 

generations. For this reason, it is important to ensure the active involvement of 

cultural practitioners in all related research and development efforts. Rather than 

a threat, new technologies constitute a great opportunity for the documentation 

and dissemination of intangible heritage. Instead of only focusing on the 

documentation of intangible heritage, the combination of the technologies 

discussed above can create a novel approach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heritage that is primarily focused on education, training and pedagogical 

interaction. Aiming to improve the registration and information state databas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 is necessary to employ the highly developed 

information technology into this field for converting the information into modern 

technology, and promote to the public. For instance: 

- To create the virtual museum of ICH elements by using the database 

gathered in the information and registration state database of culture, 

and provide its open access or online access to general public and 

people of the world. Virtual museum will be used as like the online 

archive intangible heritage that is open to the public in the form of a 

wiki. It contains photographic and audio-visual documentation and 

uses participatory approaches. 

- To organize training, workshop on strengthening information 

capacities for ICH safeguarding for both online and offline way.   

- To use the modern technologies such as the Virtual reality and 3D 

visualization technology to the dissemination of ICH knowledge and 

practice to the public, for instance: to make a virtual reality of the 

Coaxing ritual for Camel, in this case 3D visualization can provide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virtual learning scenarios. To make 

virtual reality for following 14 ICH elements registered on the 

UNESCO 2 lists.  

New technology can be used not only for the digitization and archiving of 

cultural expressions but also in terms of cultural transmission, educa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Although technology cannot replace human 

interaction, it can nevertheless support cultural transmission in new and 

innovative ways. 

  Thank you so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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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 Nam 
 

 

Nguyen Thi Hien, Associate Professor,  

Vietnam National Institute of Culture and Arts  Studies 

ICH Information in Viet Nam  
 

1. Law and Legal Documents on ICH 

 

Law on Cultural Heritage indicates clearly that the cultural heritage in Vietnam 

is the valuable property of all ethnic groups of Vietnam and has its significant 

role 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country.  

 

In compatible with the 2003 Convention Vietnam rectified in 2005, the Law on 

Cultural heritage (2001) amended in 2009 with some articles on the identification 

of ICH, management, its safeguarding measures and designation of the master 

practitioners. The Article 1 on the identification of ICH states that “ICH is the 

spiritual product that is attached to the communities or individuals, relevant to 

tangible culture and cultural space. It expresses the cultural identity of 

communities, and has been continuously recreated and transmit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orally, through apprentices, performances and other 

modes of transmission.” 

 

In the Law there is the Chapter 5 on the government management of CH in 

general.  The content of the government management includes 8 tasks including: 

(1) Build and direct the implementation of the strategy, project, plan, and policy 

on the development of the safeguarding and promotion of CH; (2) Promulgate 

and implement the legal documents on CH; (3) Organize and direct the activities 

on safeguarding and promotion of CH; propagandize, publicize, and educate the 

law on ICH; (4) Organize and manage the scientific research activities; training 

workshops for the cultural cadres on CH; (5) Mobilize, manage, and use the 

resources on the safeguarding and promotion of CH; (6) Organize and direc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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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 (communities and individuals) in the safeguarding and promotion of CH; 

(7) Organize and manage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the safeguarding and 

promotion of CH; (8) Inspect and check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on CH.  

The law also has the following important articles on the ICH as follows: 

•  The article 14 states on the inventory of the cultural heritage as the 

identification activity and evaluation and establishment of CH.  

•  The article 17 states that the government safeguards and promotes the 

ICH with the safeguarding measures as follows: (1). Organize research 

works, collection, inventory, and classification of ICH; (2). Organize 

transmission, publicization, publication, performance and revitalization 

of ICH elements; (3). Encourage and create favorable conditions for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to do research, collect, archive, transmit 

and introduce the ICH elements. (4). Organize workshops on 

professional competence on safeguarding and promotion of ICH per 

request of ICH bearers. (5). Financially support the safeguarding and 

promotion of ICH, preventing the risk of falling into oblivion and loosing 

ICH.” 

•  Article 26 states that the government designates and issues policies on the 

designation of master practitioners for their excellent skills and credits in 

safeguarding and promotion of ICH.  

•  Resolution No 98/2010/NĐ-CP 

The resolution No 98/2010/NĐ-CP on September 21, 2010 regulates 

concretely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articles of the Law on Cultural 

Heritage, amendment of some articles of the Law, and regulates in details 

on the safeguarding and promotion of the ICH.  

Basically, the Law on Cultural Heritage and the Resolution No 98 are the 

important legal documents that push up the renovation of the activities in 

order to manage, safeguard and promote the cultural heritage in Vietnam 

and that are more compatible with the 2003 Convention and meet the 

principles of safeguarding of ICH in accordance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These two documents create favorable conditions to build up 

the file of ICH elements to submit to UNESCO with the definitions, 

safeguarding measures, national inventory and the consent of 

communities. Under these important legal documents, Vietnam has 

developed the national program and a number of other sub-law 

documents on the management, safeguarding and promotion of  ICH. 

•  The Circular No 04 /2010/TT-BVHTT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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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ircular was issued by Ministry of Cultures, Sports and Tourism on 

June 30, 2010 that regulates the inventory of ICH and files of ICH for the 

National List of ICH.  From 2010 to present, the Department of Cultural 

Heritag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held the capacity 

building workshops on the inventory for the local cultural managers and 

communities at the local provinces in all over country.  Through the 

workshops, the inventory on ICH in local grassroots in all over country 

has been developed. The local communities have sent their updated 

entries to the local districts that make their reports to the provincial 

departments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then the provinces send 

their reports to the Department of Cultural Heritage at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these ways of the updating the entries for 

the inventory at all levels, the national inventory has been updated 

annually.   

•  Resolution No 62/2014/NĐ-CP : On November 13, 2015, the President 

signed the Decision No 2533/QĐ-CTN to designate 600 master 

practitioners as “eminent folk artistists” and posthumously awarded 17 

individuals who had gained their merits in the safeguarding of ICH.   

•  Education Program: On January 16, 2013,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co-issued the Circular 

No 73/HD-BGDĐT-BVHTTDL on the education of cultural heritage at 

schools. Within this program, the relevant institutions and bodies have 

their worshops for teachers of history, geography and music in 7 

provinces and cities. In some provinces, some of the ICH elements have 

been taught at the extra-circular programs such as Vi and Giam Folk 

Songs of Nghe Tinh, Xoan Singing in Phu Tho province, Quan ho Folk 

Songs at Bac Ninh province, and so on.   

 

2. National Inventory 

 

In 2010,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ssued the Circular No 

04/2010/TT-BVHTTDL regulating how to make the inventories and the files for 

the National List of ICH. The Department of Cultural Heritag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organized the workshop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ircular to cultural managers and local community people 

who involve in the inventory. The researchers, local cultural manager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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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members concerned discuss on the appropriate approaches to the 

inventory of the ICH depending on the domains and locations of the ICH. 

 

Up to present,  there are 63 provinces  have their reports on the ICH elements at their 

territories to be sent to the Department of Cultural Heritage to update the national 

inventory. The national inventory is updated annually with the total of about 80 

thousand ICH elements.  

 

See the national inventory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t 

http://dsvhpvt.dsvh.gov.vn/HeritageLocal.aspx). 

 

Besides this, the Vietnam National Institute of Culture and Arts Studies (VICAS) 

also has created the Cultural Heritage Data and its inventory on the ICH that is 

based on the products from the projects funded by the National Target Program 

on Culture.  

 

See the inventory by VICAS http://kiemkedisan.d.webcom.vn/ 

 

3. Cultural Heritage Data Center (CHD) (VICAS) 

 

In 1997, with the financial support from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Cultural Heritage Data Center (CHD) was established at the 

Vietnam National Institute of Culture and Arts Studies (VICAS). The CHD is 

operated as a data bank of Vietnames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ithin the 

National Cultural Target Program. It is equipped with the equipment on video 

shooting, film editing, sound recording, digitalizing, archiving, and access to the 

data. It is one of the two cultural heritage data centers in Vietnam that have 

been invested by the state in infrastructure and budget for its activities.  

In the 2000s, the equipment for collecting input data at the Center are the leading 

devices in the field of communications, for example: Betacam Digital cameras, 

Betacam SP - DXC 35, 40, DVCAM; digital cameras; Professional recorder Sony 

TCD5, so on. In terms of the process, all the cultural data collected was recorded 

on Betacam, DVCAM, VCD and DVD tapes and became the source of data bank. 

Every year, from 1997 to 2015, VICAS is funded by the State about  

$200,000 for intangible projects, research, collection, investigation, safeguarding 

and promotion. In addition, a number of the Department of Culture, Spor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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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ism of the provinces all over Vietnam are funded about $ 100 thousand for 

projects implemented in the provincial territory. From 2016 to 2019, in the new 

Program for Cultural Development, the Institute provided only about $ 70,000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jects. Each project must have 3 outputs: film, 

photo album, and text report. The products are evaluated, submitted, and 

archived at the Center and in museums of provinces and cities. 

From 1997 to 2017, there are 832 projects in which 523 projects have the edited 

films, the remaining 309 projects have the rough footage.  The total number of 

audio-visual materials archived at the Center is  of 3971 tapes of different formats. 

+ The rough video footage: 3,434 tapes 

•  The edited films: 537 tapes 

•  Albums of 100 photo each:  687 albums/68,700 photo 

•   

4. List of Research Institutions on ICH 

 

•  Viện Văn hóa Nghệ thuật quốc gia Việt Nam (Viet Nam National 

Institute of Culture and Arts Studies) 

Its Mandates: VICAS is a scientific institution under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oCST) which conducts research and scientific activities 

and provides graduate training in culture and arts.  

Website: vicas.org.vn 

 

•  Viện Nghiên cứu Văn hóa (Institute of Cultural Studies (Viet 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 Its mandates: Do research and carry out the 

postgraduate programs in cultural studies 

•  Học Viện Â m nhạc Huế (Institute of Ethnomusicology in Hue City) 

Its Mandates : Belonging to Hue Academy of Music, Institute of 

Ethnomusicology  specializes in collecting, archiving, researching, propagating 

the traditional music and related issues on ethnic music of the Central - Highland 

region of Vietnam. The Institutes also conducts surveys and general planning on 

folk music of localities in the entire region for timely collecting, archiving, 

researching, introducing and promoting the musical heritage of the region at all 

forms, towards the establishment of an electronic data bank of ethnic music of 

the region for researching, teaching and learning purposes of Hue Academy of 

Music and all people. Every year, Institute of Ethnomusicology releases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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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etin of Scientific Announcements for publishing the music research results of 

the authors from both inside and outside the organization. 

 

•  Trung tâm Nghiên cứu & Phát huy Giá trị Di sản Văn hóa (Center for 

Cultural Heritage Research & Promotion)  

Its Mandates: Organize research activities, workshops, conferences; consult 

safeguarding and promotion of cultural heritage; collaborate with education 

division to organize workshops on cultural heritage 

Website: http://cch.hoidisan.vn; 

Administrative affiliation: Viet Nam Association of Cultural Heritage 

 

•  Trung tâm Nghiên cứu, Hỗ trợ và Phát triển văn hóa (A&C) (Center for 

Research, Support and Development of Culture (A&C) 

Its Mandates: The Center for Research, Support and Development of Culture, 

abbreviated A&C, an organization whose objectives is research, consultancy, 

support, development and coordination for cooperation between individuals, 

arts organizations, communities and counterparts in arts and cultural sectors. 

The Center operates as “extended arms” of Vietnam’s culture and arts sectors for 

the development of arts and culture.  

Website: http://www.acrtculture.org.vn 

 

•  Hội Di sản Văn hóa Việt Nam (The Cultural Heritage Association of 

Vietnam) 

Its Mandates: The Cultural Heritage Association of Vietnam is a socio-

occupational association, assembling Vietnamese organizations, individuals 

operating occupation or having ardour fervour for cultural heritage to protect 

and promote cultural values, meeting people's cultural increasing demand, 

building and developing the advanced culture deeply stamped with national 

characteristics of Vietnam, contributing to World cultural heritage treasure, 

enhancing state administration efficiency, improving People's responsibilities for 

protecting and promoting cultural values under Cultural Heritage Law. The 

Association operates nationwide under State management and patronage of 

Ministry of Culture, sport and Tourism. It has relations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dividuals. 

URL: http://www.hoidisan.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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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ội Văn nghệ dân gian Việt Nam (Association of Vietnamese Folklorists 

(AVF) – AVF) 

Its Mandates: According to its Regulation, the Association of Vietnamese 

Folklorists “is the organization of Vietnamese Folklorists who involve to the 

collection, research, transmission and dissemination all kind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all 54 Vietnamese ethnicities” The objectives of AVF members 

are, among other, folk literature, i.e. oral tradition and expressions (including 

myth, tales, verses, poetry, idioms, proverbs, fables, jokes, etc..), various sorts of 

performing arts (music, dance, games, presentations, theatre, puppetry, epic 

telling etc…), fine arts (painting, decoration, sculpture, architecture, etc..), social-

believe practices (rituals, customs, ceremonial-festives events), local knowledges 

(handicrafts, medicine, weaving, agricultural experiences, knowledges on 

climates, fauna, flora,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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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ji 
 

 

Simione Sevudredre,  

Researcher, itaukei Institute of Language & Culture

 

1.0 SNAPSHOT OF FIJI 

1.1 The Fiji islands has a population of about 900,000 spread out over 100 

islands, administered in 14 provinces or prefectures by an indigenous 

administration system and into four major divisions administered by 

Government.  The 14 provinces fit into the 4 major divisions of Northern, 

Central, Eastern and Western.  Approximately 51 % of the population are 

the ethnic iTaukei indigenous population, 49% are those of Indian descent 

and the Chinese and other Pacific islanders.  Major languages spoken are 

English, iTaukei Fijian and Hindi. 

 

2.0 CULTURE INSTITUTIONS IN FIJI 

2.1 Most of Fiji’s cultural heritage is administered and managed by 

government agencies and statutory bodies like: 

•  The Fiji National Archives (government) 

•  The Fiji Museum (statutory) 

•  The National Trust of Fiji (statutory) 

•  Department of Heritage & Arts (government) 

•  Ministry iTaukei Affairs (government) 

•  Fiji Arts Council (statutory) 

2.2 For the most part, this presentation focuses on the Ministry iTaukei 

Affairs being the key institu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UNESCO’s 2003 

Convention, especially regarding the creation of a national inventory. 

2.3 Fiji ratified UNESCO’s 2003 Convention in 2010 but one surprising aspect 

is that work on the creation of a national inventory had begun way back 

in 2006 under the auspices of a resolution by the Great Council of Chiefs 

(GCC).  The GCC was a forum for traditional chiefs of Fiji to meet and 

discuss issues pertaining to indigenous governance.  It has been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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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y with due to notions that it had become a biased political institution 

that had lost its original purpose. 

2.4 Nonetheless, the resolution from the now defunct GCC had established 

the initial work for the Ministry iTaukei Affairs known as the Cultural 

Mapping Program.  Basically, Fiji has had 4 years of trial and error 

learning before the UNESCO 2003 Convention was ratified in 2010. 

 

3.0 PHASE I: GATHERING ICH – THE CULTURAL MAPPING 

PROGRAM 

3.1 Firstly, it must be stated here that ICH in the indigenous iTaukei 

community is collectively owned and managed.  It is never an individual 

ownership because the traditional social makeup of the Fijian community 

is communal and it has gatekeepers or custodians. Gathering of ICH as 

mentioned in 2.3 and 2.4 above is framed in an indigenous theoretical 

approach called the Vanua 1  Approach. This research framework is 

articulated by a local academic Dr. Unaisi Nabobo-Baba who states -  

Vanua Research posits the argument that research among Fijians should be 

based and embedded (as well as framed) in Vanua identities, cultures, languages 

and ways and philosophies of knowledge. (Nabobo., 2010). 

 

3.2 The salient features of Vanua Approach are the following 8 points: 

•  BENEFIT TO COMMUNITY;  

•  INDIGENOUS CULTURAL VALUES, PROTOCOLS, KNOWLEDGE PROCESSES AND 

PHILOSOPHIES;  

•  RESEARCHER FLUENCY IN THE FIJIAN LANGUAGE AND OR DIALECT;  

•  INDIGENOUS RESEARCHERS;  

•  RESPECT AND RECIPROCITY;  

•  LINK BETWEEN USE OF LOCAL PEOPLE AND BUILDING LOCAL CAPACITY;  

•  ACCOUNTABILITY AS REPORTING/FEEDBACK TO COMMUNITY; AND,  

•  THE ISSUE OF SEEKING PERMISSION 

 

3.3 The steps that cascade from the Vanua Approach are summarised in 

Table1below. 

 Table 1: Steps in Vanua Framework 

1 Vanua literally means land, but also refers to the social and cultural aspects of the physical 
environment identified with a social group.  On the social plan it includes the people and how 
they are socially structured and related to one another.  On the cultural plan it embodies the 
values, beliefs, and the common ways of doing things.” (Ravuvu, A. D.,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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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S PROCESS 

NA NAVUNAVUCI 

(conception) 
Theorizing/conceptualization of research 

NA VAKAVAKARAU 

(preparation & planning) 

Vanua ceremonies & activities prep, incl. 

Physical, psychological, methodological and 

spiritual requirements/chiefs, leaders & 

elders consulted and approached in advance 

NA ICURUCURU/NA ISEVUSEVU 

(entry) 

Note: Entry is not negotiated once only. 

It is done on a continuous basis and at 

all levels of the research. 

Fijian customary process of a isevusevu2 is a 

norm for requesting entry into a vanua 

(home, village, community) 

NA TALANOA/VEITALANOA 

(multilogue/dialogue/monologue/story 

collection 

The appropriate method or tool for collecting 

information is through talanoa based on 

rules of engagement and protocols 

determined by Vanua context 

NA ITUKUTUKU 

(reporting/analysis/writing) 

 

Reporting or writing, like the other aspects of 

research process should be guided closely 

vanua values and protocols of knowledge. 

Importance of discretion/research 

responsibility in selection of info. Reported 

for public consumption. 

ITATAU 

(departure) 

Seen as temporary – relationships once 

established are usually for life/presentation 

of itatau to the researched community is not 

seen as ‘end’ or ‘closure’ – relationship has 

been established. 

VAKAROGOTAKI LESU/TALEVA 

LESU 

(reporting back, revisiting site/informing 

chiefs and the researched community of 

completion). 

To return to say thank you or to report 

completion does signal an important Fijian 

protocol of honouring people who have 

‘looked after you or given something of value 

to you’. 

ME VAKILAI/ME IVUREVURE NI 

VEISAU SE NA VEIKA VOU NA 

KAUTA MAI NA BULA SAUTU 

(transformative processes/change as a 

result of research/reports) 

Transformation may take place straight 

away, for example, in the lives and skills of 

local co-opted researchers, research needs to 

inform practice and the lives of people, 

especially the researched community 

2 Significant and ancient in Fiji, the sevusevu ceremony is the time and place for visitors to seek 
acceptance into a Fijian village. 

- 100 -



3.2 With this vanua framework, the cultural mapping program (CMP) in Fiji 

initially began with a narrow scope in 2006 before it was broadened after 

ratification in 2010.  Using story-telling as the basis for semi-structured 

interviews, ICH began for the 1,171 villages in Fiji.  Using Quality Circle 

strategies, the CMP field staffs in the Ministry iTaukei have added value 

and quality to the CMP field worker’s guide resulting in a comprehensive 

document that contains questions, cues, and techniques to capture ICH. 

Questions in the CMP field worker’s guide are aligned to UNESCO’s 5 

domains and are semi-structured starting points to participatory engage 

knowledge bearers and custodians.  ICH gathering and capturing include 

pre-field archival research, digital audio voice recording and video 

recording of raw data, researcher participatory observations and field 

reports.  Of the 14 provinces in Fiji, 13 have already been mapped; the 

final 14th province is currently underway at the writing of this report.  

Verification of ICH data is also carried out concurrently with the CMP.  It 

is called the Cultural Mapping Verification Program which is part of the 

Vanua Framework.  This is where the edited ICH in text format, audio 

and video files are taken back to the various levels in the community for 

their verification and amendment before it is stored in a database.  As of 

December 2018, 5 out of the 14 provinces have already been verified with 

the 6th currently in progress at the writing of this report. 

 

 

 

 

 

 

 

 

 

 

 

3.3 A sub-output that emanates from the CMP is the special revitalization 

unit (SRU).  During the course of CMP, knowledge bearers and 

custodians at times reveal that a particular ICH of theirs is on the verge of 

being forgotten and that only a single elder has knowledge about it.  CMP 

field personnel facilitate preliminary discussions with the ICH holder and 

Members of a village seated in their 

village hall listening to a CMP recording 

during a conduction of a verification 

exercise (C) Min. iTaukei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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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munity to determine their willingness for knowledge 

transmission.  When this is confirmed, this is reported to the special 

revitalization unit in the Ministry who then conduct feasibility visits for 

eventual knowledge transmission workshops of the particular ICH.  For 

every community that submits a request, the community decides the 

number of participants, the venue, raw materials, even down to the 

preparation of refreshments and meals.  All the Ministry facilitates is 

participants’ transport costs, administration and overhead costs and 

payment of catering to the local village women’s club. Tabulated below in 

Table 2 is a summary of the SRU knowledge transmission workshops 

from its inception to 2018. 

 

 Table 2: SRU Knowledge Transmission Workshops 

# Village & Province YEAR ICH Type Revitalized 

1 Vutia, Rewa 2009 Weaving the Vutia traditional mat 

2 Mataveikai, Tokaimalo, Ra 2010 Weaving Batiwa mat 

3 Malake, Rakiraki, Ra 2011 Pottery making 

4 Vagadaci, Levuka, Lomaiviti 2011 Weaving black motifs on mats 

5 Vunisea, Tokaimalo, Ra 2011 Weaving Vakadraunidamanu mat 

6 Nativi, Tokaimalo, Ra 2012 Weaving Sasa mat 

7 Savu, Vugalei, tailevu 2012 Cane basketry 

8 
Nabukaluka, Nawaidina, 

Naitasiri 
2013 Traditional chants 

9 
Vusasivo, Natewa, 

Cakaudrove 
2014 Weaving Natewa fans 

10 Navutulevu, Serua, Serua 2015 Weaving Draudrekwa mat 

11 Nasegai, Ravitaki, Kadavu 2015 
Weaving Bexabexa food serving 

tray 

12 Dakuibeqa, Sawau, Rewa 2016 
Making Qolikubu/Walaulau – 

traditional fish nets 

13 
Nabutautau, Navatusila, 

Navosa 
2016 

Weaving Itabekasere – traditional 

bamboo baskets 

14 Visoqo, Namuka, Macuata 2016 Weaving Namuka mat 

15 Lomanikoro, Bau, Tailevu 2017 
Revitalizing traditional decor in a 

traditional meeting house 

16 Vutuna, Nairai, Lomaiviti 2017 Weaving Vakaurua mat 

17 
Namatakula, Komave, 

Nadroga Navosa 
2018 

Performing chiefly kava ceremony 

chant and dance 

18 Nawaikama, Gau, Lomaiviti 2018 Singing traditional chan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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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riors 

 

3.4 A recent activity that has been introduced into the SRU for 2018 – 19 is the 

‘Revisit’.  This is where all the past completed SRU knowledge 

transmission workshops will be revisited for impact, sustainability, 

monitoring and evaluation. 

 

4.0 PHASE II: SHARING OF ICH – SELECTED CASE STUDIES 

4.1 FIJIAN DICTIONARY PROJECT (FDP) - Sharing of ICH is a continual 

activity that initially began transcribed interviews from the Fijian 

Dictionary Project, a project that began earlier than the CMP in the 1970s 

which then culminated in the publishing of the first ever monolingual 

dictionary in the iTaukei Fijian language in 2007.  Informants for the 

dictionary vocabulary gathering exercise also willingly shared the ICH on 

diverse topics from their various clans and tribes.  These interviews were 

then transcribed, digitized and filed as Fijian Dictionary Papers (FDP) in 

the Ministry iTaukei’s Public Research and Resource Centre. 

  

 

 

 

 

 

 

 

 

 

 

 

 

 4.2 QUARTERLY NEWSLETTER (ISSN 2414 326x) – ICH is shared around 

Fiji’s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via a quarterly newsletter titled 

“Lialiaci” which means Realization.  Contributions come from personnel 

in the iTaukei Language & Culture division within the Ministry and are 

written in the standard indigenous language. Tertiary institutions have 

also become part of the mailing list.  Two copies are sent to each 

A publication of traditional herbal 

remedies that came out of the FDP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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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al institution every quarter.  Below is a sample front cover of a 

newsletter and a description of usual content: 

 
 

 

 

4.3 SOCIAL MEDIA – facebook, YouTube 

Through the Ministry’s website page http://www.itaukeiaffairs.gov.fj/  

researched ICH articles are posted.  These articles are derived from on-

going public queries posted on the Ministry’s facebook page.  There is 

also a video documentary arm of the Ministry that researches and shoots 

cultural events ranging from funeral rites for a chief who has just passed 

on, clan/tribal migration oral histories, legends, provincial cultural 

festivals, traditional dances from provinces, to name a few. These 

documentaries range in duration from 5 to 23 minutes.  They are narrated 

in the Fijian language, some have English subtitles, and they are posted 

on the Ministry’s YouTube page (Ministry of iTaukei Affairs) for 

members of the public and school students to view and freely download 

from.  A screenshot is illustrated below – 

 

CONTENT 

Indigenous lunar calendar for the 

corresponding season 

SRU report of the quarter 

CMP Community Update 

Climate Change issues & new indigenous 

vocabulary on Climate Change; 

Traditional counting system 

A legend excerpt 

A traditional food recipe/traditional food 

preservation technique 

Customs & protocols of the quarter 

Traditional Herbal remedy recipe for the 

quarter 

History (continuation of recounting of oral 

histories and accounts) 

Picture gallery (of provincial festivals or 

events in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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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Due to considerations of space and word limit, below is a tabulated 

summary of other cases of ICH sharing undertaken by the Ministry – 

 MEDIUM/PLATFORM ICH FOCUS 

Weekly 30 min community 

radio broadcast 

CMP updates for villages & districts to be visited; 

general ICH for public awareness (traditional calendar, 

history, proverb for the week, legend retelling); 

Community youth culture 

sessions 

Customized ICH culture empowerment evening 

sessions for community/faith based Fijian youth 

groups; 

Ethnographic research 

Research using the ministry’s public resource centre, 

and researched articles on pertinent issues based on 

public queries received on fb; 

Child Protection 
Non-formal adult workshops for provincial and village 

reps on indigenous parallels to UNICEF’s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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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 

Suva City Children’s Library 

Reading Program 

Reading Fijian legends to primary school children who 

are members of the City Library; 

Radio/television Talk Back 

Shows 

Invitation from public media to be interviewed live on 

key ICH issues; 

iTaukei Provincial Festivals 

The Ministry is spearheading annual cultural festivals 

in the provinces as a one stop shop of ICH celebration 

& sharing. Videos of successful provinces are shared 

with other provinces as benchmarks. 

 

5.0 PHASE III: SAFEKEEPING/PRESERVATION 

5.1 The key aspect in the safekeeping of ICH is a database, an envisaged 

interface of text, audio and video ICH from the cultural mapping 

program.  Once the CMP is completed and its verification process also 

completed, the edited and vetted ICH will become the first ever national 

ICH inventory for Fiji.  While awaiting the completion of the CMP and 

the finalization of the database, ICH data are stored in its designated 

drives by province as back up.  Accompanying administrative paperwork 

and reports from the CMP are filed and kept in the Ministry’s Public 

Resource Centre. 

5.2 Still on safekeeping, there is also the ethnographic data collected during 

the Fijian Dictionary Project (FDP mentioned in 4.1).  These have been 

reformatted and stored digitally for safekeeping in the Ministry’s Public 

Resource Research Centre along with its hard copies in folders for public 

reference.  The Ministry also allocates a generous fund for the 

preservation and maintenance of the Public Resource Centre and this has 

become a sub-output in the Ministry’s annual operating plan. 

5.3 Video documentaries of ICH events and festivals from the communities 

and provinces have its master edits stored digitally in the Public Resource 

Centre with its own designated backup drives.   

 

6.0 CONCLUSION 

6.1 ICH capturing, sharing and safekeeping in Fiji by the Ministry iTaukei 

Affairs is both fascinating and an on-going learning experience.  The 

challenges that emerge along the way have been subjected to the rigours 

of Quality Circle problem solving.  The inherent challenges in capacity, 

technical support and human resources are taken in stride with the adage 

– One can never change the wind, but one can adjust one’s s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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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utan 
 
 

Yeshi Lhendup,  

Research Librarianr, National Library & Archives of Bhutan

 

Bhutan’s Initiatives in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ts rich 

ICH 
As of now, Bhutan is widely known in the world that stands out as a country in 

the world living traditions, rich traditions as well as daily unique practices by the 

people which evinces peculiarities of the Bhutanese culture. Thus, People of 

Bhutan not only take pride in its rich culture and traditional values which serves 

not only a national identity proving bondage within the people of the different 

communities in the country. Bhutanese culture gives identity that has protected 

and sustained independency between the two giant countries; Republic of China 

and India since time immemorial. Preservation of ICH has been one of the core 

objectives ever since the country had embraced the economic development plan 

in early 1960s. 

 

Our historical records says that during the initial period of developmental plans 

and initiatives started in early 1960s, there were only a couple of Ministries 

namely; Nang-sid Lhen-khag or Kidu Lhen-khag (Ministry Home) and She-rig Lhen-

khag (Ministry of Education) which took an enormous task of preservation, 

conservation and promotion of culture irrespective of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elements. Later, knowing the importance and sensitivity of cultural 

heritage (CH), the government established Ka-zin Lhen-tshog (National 

Commission for Special Affairs) to look after the CH, Dzongkha (National 

Language) Development Authority to take care of the national language and 

other languages and dialects, Gyal-zhung Cham dang Doe-gar (Royal Academy of 

Performing Arts) to promote country’s performing arts; folk dances and theatrical 

plays and mask dances and Kuensel, the National Newspaper to disseminate the 

news and cultural status to the people. Overall, these offices had contributed a lot 

in maintaining, preserving and promoting of CH. 

 

However, from the above two ministries, one a lone authority, academy and print 

media house, at present, there are more than 75 ICH entities with more than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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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ors/offices sharing the same goal and objective but with different roles and 

strategies to safeguard ICH. For example; government agencies try to plan wider 

activities streamlining the national’s developmental plans, draft policies, address 

the necessary national issues related to CH and provides minimal fund on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of ICH. While, non-government organizations 

focus on a particular local communities or specific ICH element, sharing 

safeguarding information and documenting an element or a bearer. They 

encourage them in practicing indigenous knowledge, while conducting cultural 

events which ultimately results in promoting and safeguarding the national 

identity and creating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in the community. Thus, 

Royal Government of Bhutan (RGoB) has maintained the shape of ICH in better 

form due to the good numbers of RGoB, NGos and community groups taking 

care of it.  

 

In Bhutan government institutions play salient role in preserving, promoting and 

safeguarding activities. It is founded number of agencies and also NGOs to 

support gigantic activity of human treasure ICH. Whether it’s a research, case 

study, documentation and digitization of any form of ICH undertaken by private 

individual or projected by any NGOs, first and foremost, the concerned agency 

has to either inform and avail approval from the concerned individual, group, 

community and finally to the government. The system and hierarchy explicitly 

shows, the government shoulders sole responsibility in taking care of any ICH 

thus, government institutions normally lead, intervenes or vigilantly keeps eye 

starting from the approval till the submission of the final progress report.  

There are number of government policies and legislations that protects almost all 

kinds of cultural heritage of the country. To name some of the policies;  

 

1. Legal Deposit Act 1999 

2. Cultural Property Act 2005 

3. Cultural Property Rules and Regulations 2006 

4. Religious Organization Act 2007 

5. Religious Organization Rules and Regulations 2007 

6. Cultural Trust Fund Policy 

7. Cultural Policy 1983 

8. Cultural Policy (yet to be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9. Cultural Heritage Sites Act (yet to be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10. National Archives Act (yet to be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aforementioned entities, actors and ICH bearers were well equipped with 

intellectual traditional knowledge in the respective fields but the drawback is 

always the insufficiency of budget to buy infrastructures and equipments to 

record, maintain and share information on the ICH treasures and keep the 

records for durability. More than the government and NGO entities, th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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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 administrations and 205 block administrations carry huge responsibility 

in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heritage of more than 2000 villages in 

the country. Roughly, there are over 2000 ICH elements out of which less then 400 

ICH elements are enlisted in the national inventory and many more are assumed 

to be disappeared.  

 

Since, Bhutan has its uniqueness not only from its cultural and tradition but also 

in fraiming the developmental policy. For example, we have Gross National 

Happiness (GNH) concept to be implemented while planning any developmental 

activities.  GNH embodies; Good Governanc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Heritage,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of Environment thus naming these four elements as Four Pillars of 

GNH. Therefor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Heritage- irrespective 

of tangible or intangible form of cultural heritage, it is one of the key factors to 

incorporate in any developmental plans esp. the human values expounded by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us, government provides full support to all the entities in preservation, 

conserva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heritage which are not sensitive such as; 

research language and dialects, oral traditions, Performing Arts and Games, Folk 

rituals, cultural sites, folk knowledge etc.. Research activities on numerous ICH 

elements were undertaken by different actor both government, co-operates, 

privates and even by the foreign people over the years. The research outcomes 

were published in form of a book and also uploaded electronic files online so that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can easily download or make reference.  

 

For instance, the National Library & Archives of Bhutan (NLAB) dedicates to 

collect books, texts and information on the cultural heritage subjects and its 

collections are shared free of charge to all the readers and CH enthusiast.  NLAB 

not only conducts research activities but also supports and encourages private 

individual cultural researchers to undertakes research initiatives. The research 

reports are published its form of both hard and soft copy and uploaded online to 

enable and accessible to the library users. Distribution of books are done to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relevant agencies. NLAB had published more than 

25 books that immensely helped in safeguarding Bhutan’s ICH. Besides 

publication through of Cultural content books, NLAB endures in conducting 

indepth documentation of ICH elements, making online information sharing, 

conducting National inventory of ICH, digitizing of historical records and 

conservation of document records which are the sourc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reviving the art of woodblock carving art.  

 

Below is some Uniform Resource Locator (URL) that can enable you to the ICH 

information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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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bhutanculture.bt/ 

- http://library.gov.bt/publications/publications.html 

- http://www.rub.edu.bt/index.php/en/journals 

- http://www.bhutanstudies.org.bt/books-2/ 

- http://loden.org/activities/loden-cultural-programme/ 

- https://www.bhutanculturalatlas.org/ 

- https://www.bhutanoralliteratureproject.com/ 

- http://www.dzongkha.gov.bt/en/publications 

- http://www.nationalmuseum.gov.bt/en/publications 

 
Unlike the previous Five Year National Plan (FYNP), henceforth, the country’s 

head agency, Department of Culture (DoC) under Ministry of Home and Cultural 

Affairs has been instructed to focus on the preservation, con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Cultural aspects in the 12th FYNP which started in July, 

2018 and will last until June, 2022. Numerous activities have been planned and 

also started some of the 1st year’s activities in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CH 

by 9 different divisions under DoC and also provide support to the NGO’s that 

are willing to undertake some initiatives. The 9 divisions are; Division for 

Cultural Heritage Sites, Division for Cultural Properties, Driglam (Bhutanese 

etiquette) Division, National Library & Archives of Bhutan, Royal Academy of 

Performing Arts, Textile Museum, National Museum of Bhutan, The Tower of 

Trongsa Museum and Commission for Religious Organizations. 

 

However, activities such as; preliminary study, workshops, training, human 

exchanges, procure equipment were already mentioned in the FYNP but with 

limited budget which can meet the expenditures of basic trainings, conduct 

preliminary studies, workshops and procure necessary research equipments only 

once a year. 

 

Some of the broad activities that are mentioned in the FYNP are; Documenting, 

Mapping and Survey of Historical and Archaeological Sites, Cultural Heritage 

and landscapes Survey, Documentation and Management, Advocacy, Awareness 

and Training program at all the levels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CH, 

Conserve, Restore and promote arts objects and historical documents, 

Preservation, Promotion and Con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Traditional 

Handicraft & Skill), Preservation, conservation, documentation and promotion of 

literary heritage, To preserve and promote Driglam Namzha (Bhutanese etiquette), 

Conserve, restore and promote arts, objects, printing of museum brochures and 

catalogue and surrounding works, Performing Arts, Social Practice, Tshechus 

(Mask dance Festivals) and Festivals preserved and promoted, To create 

awareness/advocacy for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mprehensive inventory and document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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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tages.   

 

The major issues we encounter in strengthening information capacities for ICH 

safeguarding are inadequate funding, capable, dedicated human power and well 

equipped infrastructure such as; research and audio visual and storage devices 

which are the crucial need for the researchers and store pictures and audio video 

recording for future reference and not having specialized people in the field of 

cultural heritage sphere. Shamanism ritual practices which are also in the line of 

threat due to the social, cultural, political and religious pressure, disappearing 

elderly people and dying folk knowledge and folk tales and vanishing and 

overlooking of the human values, believes born from the CH by the youth are 

some serious concern echoed by Bhutanese of various levels. Thus, government 

has recently came up with a clever initiative of revisiting the school curriculum 

and seeking every scope to seep cultural heritage aspects in the present education 

curriculums in both lower and higher tertiary levels.    

 

After experiencing the status of the ICH practices, interacting and listening to the 

issues and concerns raised by people of in the various level; communities grass 

root level, youths, civil servants etc. of the native people the possible measures to 

deal with or solutions to curve with it is, safeguarding the practices undertaking 

indepth research, document, detailed inventory with audio and video recording 

and disseminate the information to the people of all works of live. Encourage 

cultural research initiatives and bring out more publication and inculcate future 

generation of the country with cultural heritage human values have been a key 

activity these days.  

 

Nevertheless, Bhutan’s rich cultural heritage which is slowly fading away the 

strong current wave of human values and social bonding which had neatly 

intertwined by following the tradition by our fore fathers. Due to the rapid 

modernization and globalization trend, Bhutanese human values are being 

dominated by too much exploration to the western and neighboring country’s 

habits. This is a concern seriously taken by the government which triggered to 

dedicate Department’s objectives of the 12th FYNP to focus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refore, aside from the FYNP, 

His Majesty has also setup separate project titled Human Value Project. The 

project has engaged several cultural scholars and brought several book on the 

importance and promotion of human values derived from the ICH to the light. 

The books will be circulated in the schools and other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also it will be used as primary reference while incorporating CH aspects in the 

educational curriculums.  

 

As His Majesty the 5th Druk Gyalpo, the King said during the 7th Annual Cultural 

Officers’ Conference 2017 “Youths are my heart and nearer to that is our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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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radition, so we should never let it disappear.” In pursuit of H.M’s wish and 

all the parents, government is taking several initiatives to fulfill the aspirations of 

keeping our rich Cultural Heritage intact and vib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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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 of Korea 
 

 

Yeon-Gyu Choi,  

Office of the Director for ICT Management,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Cases of Safeguarding and Archiving ICH Digital Material in 

Korea 

 

This document is excerpt of the article ‘Cases of Safeguarding and Archiving Analogue Audio-

Visual Material at th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Yeon-Gyu Choi)’, from the proceeding 

ICHCAP-South Asia Cooperative Workshop on Digitizing ICH-related Audiovisual Materials (2016). 

 

 

Importance of Audiovisual Documentation toward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ultural heritage assets are difficult to restore once damaged, and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 records on their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is of vital 

importance. In particular, sinc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are comprised of 

cultural products without fixed form, such as plays, music, dances, crafts and 

techniques, documenting their characteristics to be accessible at all times, it is a 

crucial task in the interest of their protection and transmission. The idea that the 

death of practitioner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uman treasure) may result 

in the total extinction of the skill and techniques, towards which entire lives have 

been dedicated, constitutes a national loss and a loss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he entire world beyond a matter of personal loss and sorrow. 

 

Therefore, in order to continue and develop traditional culture, it is important to 

produce detailed audiovisual records on the history, transmission trends, and 

transmission activiti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 prevent the extinction of 

the traditional legacy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ue to trends such as rapid 

urban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the introduction of Western culture, an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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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atically collect and organize relevant records to be preserved and 

managed to allow their widespread utilization. 

 

Plans for the Establishment of a Digital Archiv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protection, restoration, and future transmission of intangible heritage in their 

original forms requires the systematic collection and documentation of related 

materials, and the transition towards a system of digital management and 

services regarding the permanent preservation and diverse usage of existing 

analogue materials. Due to the widespread distribution of digital devices in the 

modern era, the majority of documented materials are being generated and 

disseminated in digital formats from the initial production stage, while existing 

analogue records such as photographs, audio tapes, and video tapes accumulated 

through previous intangible heritage documentation projects face the need for 

digital conversion as a permanent means of protection against damage and 

degradation. Furthermore, a shift in the method of data management and related 

services towards a digital archive system is also necessary for the utilization of 

various forms of cultural content resources and documented resourc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resources of national knowledge-based industries. 

 

To this end, th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continues to collect 

audiovisual records through the donation of bequeathal and the collection of the 

practitioner of national Intangible Culture Heritage and has been building 

information system and database by adopting the equipment for digital archive 

management and service such as digital media conversion equipment, NLE 

editing equipment, data backup equipment, the equipment for information 

management and information security in order to preserve permanently since 

2014.  

 

In particular, in order to preserve and utilize of the collection, by complying to 

the international digital preservation standard, OAIS(Open Archival Information 

System) reference model, it applies the functional requirements needed at the 

stage of production/distribution, preservation/management, access/utilization of 

information to the building of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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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tries to form governance with intangible 

heritage material possessors such as intangible culture heritage practitioners, 

researchers, personal collectors to establish status of comprehensive policy 

organization of world intangible heritage, that it collects, preserves permanently 

the record information resources of intangible heritage scattered over the country 

and emphasizes the functions of archives that share academy, research and 

knowledge information database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ers. 

Essentially, we try to integrate all the archive data widely produced at the stage 

of creation, change, development of intangible heritage, and to provide them for 

exhibition, performance, education, academic research, transmission activity by 

arranging collected data, and to form virtuous circle system of transmitting to 

next generation with accumulation of archives. Additionally, we try to build and 

manage “Intangible Heritage Archive Hub” that exchanges and collaborates the 

archives at related area such as culture, art, broadcasting, movie/video with data, 

contents, and programs.  

 

Subjects for archiving and types of saving media  

 

The subjects, methods, and procedures of collecting data for constructing 

intangible heritage archive by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are diverse as 

following.  

 

Category Archive Subject 

Donated or loaned artifacts Possessions/bequeathals from practitioner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5,667 practitioners of 132 government-designated 

fields, 1,003 practitioners of 491 city- or province-

designated fields 

Materials collected by researchers and exper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erformances or exhibitions Materials on permanent and special exhibitions at the 

center, materials on planned or special Saturday 

performances  

Research Research outcomes such as a survey on current 

transmission status (voluntary study, periodical 

study, comprehensive study, basic stud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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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ation Outcomes of projects such as the documentation of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anscription 

of oral information, etc. 

Transfer or replication of 

public records 

Assessmen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kills and 

crafts, documentation of open events by practitioners 

Materials created or collated by relevant institutions 

such as the Korean National Archives, KTV,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etc. 

Outcomes of research by central or local 

governments, museums, universities, etc. 

Event-related material Records of events such as the International Intangible 

Heritage Film Festival, support projects in the field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tc. 

Records by transmission 

group 

Records of transmission and relevant education at 

transmission training centers (128 locations in total) 

[Materials subject to archiving by th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And, gathered through independent production, collection and external transfers, 

audiovisual materials in the possession of th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include a diverse range of storage formats such as 16mm films, audio reel 

tapes, 8mm audio cassette tapes, HDV/DV tapes, LP records, LD(LaserDisc), 

Betamax (analogue, digital, HD, Full HD), digital Betacam (analogue, digital, HD, 

Full HD), Betacam SP (analogue, digital, HD, Full HD), VHS tapes, CD-R, DVD, 

specimen copy of HDD archives, etc. 

 

The storage formats of audiovisual materials (analogue and digital) collected 

through the above-described methods are placed under numerous restrictions in 

terms of their permanent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and therefore they require 

a process of hard disk recording and editing using format conversion and digital 

editing equipment as outlined in Tables 2 and 3 below.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Archived Materials 

 

Once materials are archived through the digital conversion process, the original 

is contained and managed in a format appropriate for the preservation of 

audiovisual recordings, such as a hard disk or DVD, while back-up is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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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 regular basis to ensure saf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with back-up 

data stored in a safe location under minimal risk of theft or damage and facilities 

for heat and damp resist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back-up policy is enhanced through the phase-based 

applic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torage media, including hard disks 

(HDD), magnetic tapes (LTO), optical discs (DVD), etc., in consideration of the 

type, usage, and importance of the materials subject to back-up. Moreover, 

replacement for originals and copies for actual usage are kept in separate storage 

in order to enhance the convenience of search functions, while the back-up 

system regarding tapes for permanent preservation are established to be 

independent from internal and external services, and duplicates are stored in 

remote locations to prevent loss from disasters. 

 

Th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uses hard disks (HDD) with a large 

capacity and random-access memory as its main storage medium, since the 

majority of the audiovisual recordings in its possession is comprised of large-

scale video material, while optical discs (DVD) with less capacity are used for 

distribution purposes and magnetic tapes (LTO) are used for back-up or 

production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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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Archive Service 

 

Digitally archived data are managed with various metadata and database, and 

for highly valuable data in practice as academic research, education, cultural 

content, the digital archive web service system(www.iha.go.kr) is in operation in 

order that everybody can access freely. At present, 50,000 materials of videos, 

audio resources, photographs are registered and in the service and in order to 

prevent traffic overload with regards to services such as the provision of large-

scale video files, 1 Giga-byte dedicated network is maintained, Storage Area 

Network (SAN) is maintained, and a video streaming server is introduced to 

provide users with stable, high-quality downloads of multimedia data even 

under slow internet connections.  

 

[Web site for intangible heritage digital archive] 

 

 
Reference 

 
• Guidelines for the Production of Standard Data in Documentation Projects,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Guidelines for the Establishment of Record Databases,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Regulations on the Production, Collection, Management of Recordings and Operation of  

Archives,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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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Strategy and Tasks of 

ICHCAP 
 

 

Weonmo Park,  

Chief, IT Management Section / Knowledge & Publication Section, ICHCAP 

 

 

1. Introduction 

The information society built on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is bringing about revolutionary change to 

humanity, such as the smooth dissemination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promotion of communication and an enhanced quality of living, even if 

accompanied by other negative effects. Growing access to the internet is 

completely revising the very meaning of information services, creating a new 

environment. The possibilities of networking, mutual cooperation and 

digitization created in this environment is effecting fundamental change in the 

functions of information acquisition, storage, and dissemination. 

Such development in ICT also presents new approaches in the field of cultural 

heritage as well, The appropriate utilization of ICT in the safeguarding and 

promotion of ICH is inspiring hope for a whole new ICH safeguarding system, 

going beyond the traditional methods of ICH safeguarding. Making ICH-related 

knowledge and information more accessible and usable to a larger public 

through ICT will contribute to ICH safeguarding and cultural diversity.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without sufficient 

infrastructure to use ICT. Recognizing that information has become crucial to the 

human development and peace in the world of today, ICHCAP seeks to use the 

advanced IC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ICH safeguarding in the Asia-Pacific, 

under the view that exponential development in ICT combined with 

international efforts to break down the digital divide would build up the ICT 

capacities of developing countries. The Republic of Korea is already active in ICT 

cooperation projects with developing countries, as part of developmental aid 

projects in related mini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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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CAP supports Asia-Pacific countries and organizations in ICH archive 

construction, and aims to create an environment for users to access more ICH-

related knowledge and information more conveniently, by operating an 

integrated website using the constructed archives, under a system of mutual 

cooperation. Going further, it will also develop an online e-learning system to 

exp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in the field of ICH, while creating a wide range 

of educational and promotional multimedia content to raise awareness. ICHCAP 

also aims to build an ICH information network for safeguarding and promotion 

by building an online network of Asia-Pacific countries and organizations with 

cooperative ties to the ICHCAP.  

 

 

2. Core Functions of the ICHCAP 

 

In order to contribute to cultural divers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especially through 

creative use of ICT developments, by building an online ICH information 

network for safeguarding and promotion, making ICH knowledge and 

information more easily accessed and used by the greater public, the ICHCAP 

has defined its core functions as follows. 

 

1) Core Functions 

The core functions of the ICHCAP are ‘Information and Networking’ based on 

archives. In other words, it is. building a foundation for collecting and 

disseminating ICH information through various networks and boosting ICH 

safeguarding activit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Such ‘information and 

networking’ are based the construction of an archive with collected and 

organized data on ICH. Finally, the value of such accumulated resources is only 

realized when they are used in various forms.  

 

2) Key Concepts 

The key concepts óf ‘information’ and ‘networking’, which form the core 

functions of the ICHCAP, can be defined as follows. 

• Information: ‘Information’ in the activities of the ICHCAP refers to the entire 

process of ICH information distribution- using rapidly developing digital 

technologies and online systems to collect and produce various forms of 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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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information, processing and manufacturing digital media from such 

information, as well as disseminating them through its network.  

 

• networking : ‘Network’ refers to all human and resource relations required to 

perform all tasks related to the distribution of information. It refers to the 

network between all stakeholders and related organizations, from local 

communities and their representatives, practitioners, experts, specialized 

centers and research institutes to the general public. It also includes both 

online and offline networks. 

 

Based on the above concepts of ‘information’와 ‘network’, the ICHCAP aims to 

build a ‘comprehensive ICH information center for the Asia-Pacific region’, using 

ICT to produce and disseminate ICH related data and information. The archive 

system that ICHCAP aims to build is not an archive in the traditional sense, used 

just for data collection and organization, but includes the construction of a 

mechanism for the distribution of information. 

 

3) Key Strategies 

In building an ‘information network’ based on the archive, in order to use the 

wide body of data and information accumulated on ICH in the Asia-Pacific for 

ICH safeguarding and promotion, ICHCAP has adopted the following strategies. 

 

• Capacity Building in the Asia Pacific: ICHCAP supports member states in the 

Asia-Pacific conduct activities related to the collection and production of ICH 

information through national ICH inventorying and documentation, effective 

storage and management of the acquired information, and production of 

digital media for widespread online dissemination to the public, through 

cooperation projects that provide technological and financial support, 

working on building up the member states’ ICH information capacity. 

 

• Information network building: In building the archive of ICH in the Asia-

Pacific, ICHCAP seeks an organic information network, where individual 

archives in the Asia-Pacific provide their resources and information through 

the network, instead of a centralized archive with the resources and 

information concentrated in the ICHCAP. To this end, ICHCAP will provide 

technological and financial support, cooperating with experts and related 

organizations in the Asia-Pacific to connect the individual archives op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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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various institutions through the network, developing the metadata 

and building required systems for the network. 

 

• Using accumulated resources in information activities: The archive that 

ICHCAP wants to build will not only be a repository where information is 

collected, but a data bank allowing the source resources to be used in 

secondary and tertiary productions for ICH safeguarding. It will explore 

various ways of using the archive resources in ICH safeguarding and 

promotion, such as producing digital content, developing an online 

education program, an operating an e-learning system for raising awareness 

in the general public, especially among youth. 

 

• Functioning as a comprehensive information center: ICHCAP will perform 

the role of a comprehensive information center, enabling users more 

convenient access to information and resources such as ICH documentation, 

as well as information on safeguarding system and policies, related events 

and digital content. It will construct a system of cooperation, servicing the 

ICH resources and information in ICHCAP’s archive system on a portal site, 

allowing them to be used actively in ICH safeguarding activities by more 

people, including relevant institutions, experts and the general public.  

 

3. Strategic Tasks of the ICHCAP 

 

Article 2 Paragraph 3 of the Convention defines ‘safeguarding’ as measures 

aimed at ensuring the viability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viability of 

ICH can be realized through the safeguarding and restoration or creation of 

conditions that ensure continuously enacted, regenerated, sustained or restored 

transmission. To this end, measures such as identification, documentation, 

research, preservation, protection, promotion, enhancement, transmission, and 

education are proposed. In the 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 adopted in 1989, UNESCO’s first agreement 

related to ICH measures such as identification, conservation, preservation, 

dissemination,, protec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re proposed alongside 

a definition of ‘folklore’. 

Considering these measures for ICH safeguarding, and to achieve the 4 objectives 

described above, ICHCAP has identified the following 5 strategic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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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entification & documentation: Supporting identification and documentation 

to understand the core components of ICH and trends of change 

• Transmission & education: Developing a wide range of teaching materials and 

operating programs for formal/informal education and training ICH experts 

• Dissemination & enhancement: Promoting ICH dissemination and 

enhancement activities for raising ICH awareness among the public, 

especially youth 

• Policy & system: Disseminating information about UNESCO’s ICH 

safeguarding policies, and legal/administrative systems in member states 

related to ICH  

• Exchange & cooperation: Enhancing international/regional cooperation 

between organizations for the smooth exchange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on ICH safeguarding  

 

In other words, the ICHCAP will perform the tasks of firstly, supporting ICH 

identification surveys and documentation to build a foundation for ICH research 

information in the Asia Pacific, secondly, developing teaching materials and 

operating education programs for ICH transmission education and training 

experts, thirdly, disseminating ICH and raising awareness through public events 

such as exhibitions and performances, publishing related books, and developing 

cultural products, fourthly, disseminating information related to 

legal/administrative systems and policies for establishing transmission systems 

in ICH safeguarding, and fifthly, building a network of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organizations and experts in the Asia-Pacific for 

ICH safeguarding. Here, the fifth task is not directly related to ICH information, 

but is a measure to perform such measures effectively with a system of region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1) Supporting ICH identification and documentation 

To survey and categoriz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product of humanity’s 

spiritual activities, make inventories, and use the tangible resources produced in 

the documentation process to create archives, is the process of giving physical 

form to the intangible object that is ICH, to build the foundation for ICH 

safeguarding. Thus, ICH identification and documentation are the most 

fundamental and necessary measures for safeguarding.  

Unlike tangible cultural heritage with physical forms, ICH is continuously 

evolving and being reinvented. By survey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heritag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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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safeguarded and leaving documentation thereof, we can see the principles and 

context behind the phenomena, and understand the processes and trends of 

change. Here, identification means to describe the specific elements of ICH, and 

documentation means to record the ICH using tangible formats. The work of 

identification is accompanied by documentation, and the outcome of such work 

are inventories. 

The Convention recommends that each state party makes one or more 

inventories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esent in its territory and 

regularly update them, and ensure the participation of communities, groups and 

relevant individuals in ICH inventorying. The UNESCO recommendation of 1989 

not only encourages the making of inventories and construction of 

documentation systems, but also recommends the creation of national archives 

where collected folklore can be properly stored and made available for service 

purposes. 

ICHCAP supports ICH inventory and documentation activities and works to 

build an information foundation for ICH safeguarding in the Asia-Pacific by 

constructing an archive for the efficient use of ICH resources produced in the 

process. It supports developing countries in making national ICH inventories, 

while sharing ICH documentation methods and providing the necessary 

equipment to build ICH safeguarding capac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It also 

enhances the utility of collected resources by restoring and digitizing damaged 

ICH documentation resources. Ultimately, ICHCAP aims to create a network 

connecting the various archives in the region, to build a system for sharing the 

valuable information on ICH, forming the foundation for an ICH information 

network in the Asia-Pacific.  

 

2) Development of teaching materials and operation of programs related to 

ICH 

ICH is sustained through transmission between generations, being continuously 

re-invented through the adaptation of communities and groups to the 

environment, and the interaction between nature and history. Thus, creating 

systems for ICH entities to continue the transmission of their ICH, and 

promoting ICH to the public, especially youth, through formal and informal 

education are important ICH safeguarding measures. Moreover, the training of 

professionals specializing in the management of ICH is needed in regions where 

ICH safeguarding is facing serious risks due to globalization and urb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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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vention recommends states parties to ensure recognition of, respect for, 

and enhancemen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society, through measures 

such as educational, awareness-raising and information programmes, aimed at 

the general public, in particular young people, specific educational and training 

programmes within the communities and groups concerned, capacity-building 

activities for the safeguarding of ICH, in particular, management and scientific 

research, and non-formal means of transmitting knowledge. The 1989 

recommendation recommends that UNESCO member states devise and 

disseminate various forms of education within and outside of schools to 

emphasize respect for ICH and promote understanding of cultural diversity and 

different worldviews. It also emphasizes the training of experts with regard to 

ICH conservation.  

The viability of ICH is maintained through transmission between generations, 

and creating education systems for is an important ICH safeguarding measure. 

Training ICH experts and management professionals, and systems for their 

continued capacity building are necessary for effective ICH safeguarding, 

Promoting the importance and value of ICH and raising awareness among the 

public generates the driving force that makes ICH safeguarding possible. 

ICHCAP has distinguished 3 categories of ICH transmission and education based 

on objectives and target groups. They are education for the transmission of the 

ICH itself, professional education for the training or capacity building of ICH 

experts, and formal/informal education for raising awareness among the general 

public, especially youth. This is implement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teaching materials and programs, and opera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each of these three categories. ICHCAP will also seek measures to 

develop an online education system using ICT, and connecting it to the education 

courses and programs. Training related to capacity building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will be conducted through increased 

cooperation with the CRIHAP, a partner organization of the ICHCAP. 

 

3) ICH dissemination and raising awareness  

Promoting the importance and value of ICH to the public, and raising awareness 

is a crucial precondition to the continued viability of ICH. Among the various 

measures for ICH safeguarding, ‘dissemination’ not only encourages public 

participation, but raises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ICH safeguarding among 

youth, thereby contributing to the safeguarding of ICH transmitted through the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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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989 Recommendation not only includes public events and projects that 

members of the public can access directly, such as various events, seminars and 

publications, but also all administrative/policy measures to reinforce and support 

such activities in its definition of ‘dissemination’. Furthermore, the Convention 

recommends states parties to endeavour, by all appropriate means, to ensure 

recognition of, respect for, and enhancemen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society and to ensure the widest possible participation of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that create, maintain and transmit such heritage. 

A change in perception does not happen overnight, but through frequent contact 

and experience. Among the activities for ICH dissemination and promotion, 

public events that bring the ICH to the public, allowing them to experience the 

ICH together with the practitioners, are an important method of ICH 

dissemination and awareness. The ICHCAP is actively supporting public events 

through active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based on knowhow accumulated in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the experience 

of organizing various exhibitions, performances and experiential events. 

ICHCAP also conducts publication and promotion projects as part of ICH 

dissemination to raise public awareness. A wide range of ICH related 

publications and promotional resources, including a newsletter about ICHCAP 

activities, are produced and disseminated to contribute to raising ICH awareness. 

In particular, ICHCAP will seek ways to use its experience in IT with active 

promotion on the internet, in line with current trends of increased dependence 

on the internet and mass media, and develop cultural content that is accessible to 

the public, which can be turned in to cultural products and fully utilized. The 

production and publication of audiovisual resources and related books will also 

be continued. 

4)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on ICH systems and policies  

As ICH contributes to cultural divers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ts value 

and need for its safeguarding is being increasingly emphasized in the era of 

globaliza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making various efforts, centered 

around the UNESCO, to safeguard such values. As part of such efforts, the 

international awareness of the value of ICH was first expressly stipulated in the 

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 

adopted in 1989, creating the foundation for the adoption of the 2003 UNESCO 

Convention. In this process, the system of ICH safeguarding, based on the 

narrow concept of protection, focused on ICH bearing individuals, was 

expanded into the broader concept of safeguarding in the Convention. It i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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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ad standard applying to individuals, as well as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In the actual safeguarding of ICH Article 11 and Article 12 of the Convention 

propose inventorying as a duty of states parties for national safeguarding, and a 

measure to establish and apply policies for safeguarding. Article 13 of the 

Convention (‘Other measures for safeguarding’) proposes the adoption of 

appropriate technical, administrative measures to ensure the safeguarding,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esent in its 

territory,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systems. Institutional 

support forms the foundation for a systematic approach to risk factors arising 

from problems such as ‘ICH extinction’, ‘non-existent and insufficient 

transmission education’, and ‘gaps in management’.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system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dopted the ‘operational directives’ of the Convention, and recommends the 

construction of safeguarding system at the national level, as well as the 

connection of such systems to the Convention and cooperation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us, the Representative List, Urgent Safeguarding List and 

international standards for the development of relevant systems, while 

respecting national inventorying and practices, have progressed within this 

context.  

Going furth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gun to appreciate the cultural 

and economic value generated from the safeguarding of ICH as wel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sues that were emphasized in the 1989 Recommendation were 

given further elaboration in the Recommendations from the 1999 WIPO-

UNESCO Regional Consultation on the Protection of Expressions of Folklore for 

Countries of Asia and the Pacific, through cooperation between the UNESCO 

and WIPO. Follow-up discussions regarding the recommendations are being 

actively developed as well. This discourse is being expanded to and established 

in ICH safeguarding system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as well.  

ICHCAP seeks to support the continuous efforts of member states in policy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of legal/administrative institutions to develop the 

Convention, and harmonizing the Convention with the safeguarding policies of 

the respective states. It also aims to contribute to comprehensive policy research, 

encompassing the various policy problems deriving from ICH documentation 

and identification, transmission, utilization and dissemination. In particular, the 

activation and dissemination of the heritage plays an important role, alongside 

the expansion of heritage resources, to expand the horizons of ICH awareness. 

- 131 -



Thus, ICHCAP aims to establish appropriate guidelines for issues requiring wide 

ranging policy considerations arising from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dissemination through ICT in relation to the scope of use, level of sharing and 

cultural content development.  

 

5) Building cooperative networks for ICH safeguarding 

Since the adoption of the 2003 Convention until Aug 2008, a total of 13 countries 

became parties to the Conven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activities related 

to the safeguarding of ICH began in many countries. Despite the increase in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various factors such as the lack of ICH 

safeguarding experience and infrastructure. insufficient partnerships and 

cooperation etc. are presenting realistic challenges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through safeguarding programs, projects and activities. Thus, the 

UNESCO has suggested that a multilateral approach through cooperation 

between experts, specialized organizations or NGOs in the respective fields could 

have a better synergy effect, compared to the individual approaches of 

specialized institutions implemented in the past. In particular, building capacities 

in the field of culture through the forming of cooperative relationships in various 

fields, and multilateral approaches is one of the key strategic tasks of the 

UNESCO. As stated in the Operational Directives of the Convention, Convention 

activities are moving in the direction of ensuring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entities such as communities, groups, individuals where applicable, specialized 

centers, research institutes and government institutions, consolidating their 

opinions freely and reflecting them in ICH safeguarding policy.  

The UNESCO encourages the appropriate use of innovative tools such as media 

and ICT to increase multilateral access and communication between stakeholders 

in the field of culture. It also provides information such as knowhow for 

widespread dissemination of the significance of ICH, safeguarding activities and 

policy case studies from various countries on its website. For this multilateral 

approach, the UNESCO has been gradually building up and using networks of 

related experts and organizations, through the cooperation of member states. 

Furthermore, the UNESCO has announced a decentralizing policy position for an 

effective approach to regional problems, encouraging the construction of human 

networks between experts and the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centers in the 

respective regions. 

Taking this perspective, the ICHCAP also aims to develop into a gateway 

encompassing the various forms of ICH inform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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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on networks formed between the various entities through its programs, 

projects and activities, designed for optimal outcomes. It is true that human 

resources and ICH safeguarding resources in developing countries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are not being fully utilized due to 

accessibility issues. Therefore, the ICHCAP is seeking ways to use ICT to form 

national, sub-reg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human networks to provide 

mutual consultations and utilize each other’s expertise, and hopes to exchange a 

wide range of information such as ICH news from the field and developments in 

the respective countries through this network. ICHCAP activities will enable the 

utilization, safeguarding, creation and distribution of knowledge. and thus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communities, groups, specialized centers, research 

institutes and applicable individuals in ICH safeguarding activities.  

 

4. Key Activities of the ICHCAP 

 

The ICHCAP has selected the ICH safeguarding measures of ① identification 

and documentation, ② transmission and education , ③ dissemination and 

enhancement, ④ system and policy , ⑤ exchange and cooperation as strategic 

tasks, and plans to implement the following key activities to achieve archive-

based ‘information and networking’. The ICHCAP hopes to develop effective 

methods for the appropriate application of these measures in the construction of 

the information network for the specific conditions of the Asia-Pacific region, and 

apply them in the field to raise the visibility of ICH safeguarding activities.  

 

• Identification and documentation: Status survey to identify the key 

components of ICH and documentation to understand the trends in their 

change. 

 

=> Accumulation of relevant resources and information acquired through the 

process of national inventory and documentation in the archive, after 

digitization. ICHCAP will work with specialized institutions in the Asia-

Pacific to develop guidelines and manuals, and build a network between 

the archives, enabling each institution to build its own 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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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cation] 

- Status Survey: ISurvey of the current status of ICH safeguarding in the 

respective countries of the Asia-Pacific, such as ICH safeguarding policy 

and system, national inventories, related institutions, key events, requests 

etc. 

- National inventories: Supporting fieldwork by experts in the respective 

countries for inventory making, and development of database for the 

reliable management and efficient dissemination of collected resources 

- Convention inventory dissemination: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regarding 

ICH inventories of the Convention, dissemination of model cases in ICH 

safeguarding and other activities to encourag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Documentation] 

- Documentation: Creating and disseminating manual for ICH documentation, 

conducting support projects for documentation, especially to build 

capacities in audiovisual documentation, targeted at developing nations. 

- Restoration and digitization of resources: Restoration or digitization of ICH 

resources stored by related institutions that are outdated or in danger of 

deterioration, to ensure reliable conservation and utility of the resources. 

- Archive building: Development of classification system and metadata for the 

systematic storage and management of the resources, creation and 

dissemination of web templates to support website construction by related 

organizations, and building a network between the archive through an 

integrated platform 

 
 

• Transmission and education: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educational 

materials and education programs for ICH transmission (Cooperation with 

CRIHAP, C2 center in China). 

 

=> Using the resources accumulated in the archive to develop educational 

materials and programs, operating education programs us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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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ed content. ICHCAP plans to develop and operate an e-learning 

system for online education alongside offline education. 

 

- Developing ICH education programs: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and materials for experts, professionals, trainees, and youth in relation to 

ICH safeguarding and transmission.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educational materials that can be used in the Asia-Pacific region  

- Operating ICH education programs: Using the developed ICH education 

content to operate training programs such as transmission education and 

expert training programs, supporting the independent operation of such 

programs in the Asia-Pacific  

- E-learning system construction: Using knowhow and materials accumulated 

from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education programs to develop 

an e-learning system. Operating the system from the ICHCAP portal in 

the future 

 
 

 

• Dissemination and enhancement: ICH dissemination and enhancement 

through raising awareness of ICH among the public, especially youth  

=> Actively using archive resources in dissemination and enhancement activities, 

such as public events (performances, exhibitions, experiential events), as 

well as online and offline publication and promotion. ICHCAP will also 

develop digital ICH content for online dissemination. 

 

- Public/experiential events: Supporting public events such as exhibitions and 

performances, international festivals for international ICH exchange, ICH 

experiential camps etc to increase direct exposure to ICH among the 

general public 

- Publication and promotion: Publication of ICH magazine, publication of online 

and offline ICHCAP newsletter,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promotional videos on ICH for the general public, to increase contact with 

ICH in their daily lives.  

- Digital content development: Supporting digital content development, holding 

ICH digital content competitions, developing ways to use the conten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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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on with the internet and media industries, in order to generate 

added value in the utilization of ICH 

 

 
 

• Policy and system: Information dissemination of UNESCO’s policy resources 

and the Member States ICH safeguarding system for ICH safeguarding 

 

=> Collecting information on ICH such as UNESCO policy materials and 

safeguarding systems from the respective countries, and making them 

available online and offline. In particular, the ICHCAP will researc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protect ICH and related resources. 

 

- Sharing information on systems and case studies: Collecting and sharing 

useful information on case studies on ICH safeguarding systems and 

activities, to help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establish suitable 

safeguarding policies for their respective sociocultural situations 

- Dissemination of UNESCO policy resources: Producing and distributing 

brochures on key UNESCO policies to raise ICH awareness, translating 

key UNESCO materials into the languages of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and publishing the translations 

-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ICH information: Monitor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sues for ICH information sharing, as well as 

the systems and policies in the respective state,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manuals or guidelines related to such information  

 

 
 

• Exchange and cooperation: Enhancing international and regional cooperation 

between ICH institutions for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on 

ICH safeguarding. 

=> Building a cooperative network for ICH safeguarding and talent pool of 

experts in related fields. ICHCAP will develop and operate an ICH 

platform, enabling related institutions and individuals to rapidl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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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iently share knowledge and information online 

 

- Building ICH institution and personnel networks: Building an international 

cooperative network of various entities such as ICH related institutions, 

experts and practitioners etc. for use in programs, projects, activities and joint 

research  

- Creating a directory of ICH experts: Building an online and offline directory of 

ICH related personnel and organizations to create a pool of ICH experts 

and network of specialized organizations 

-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ICH: Acting as a comprehensive information 

center by collecting ICH related archive resources from the Asia-pacific, 

and operating a gateway to integrate the various independent 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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