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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허 권｜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먼저 미크로네시아연방의 야프역사보존연구소 프랜시스 레그 소장님, 피지박물관의 
라투 존 발레나이발루 자료수집관리과장님, 팔라우 문화역사보존국 린다 텔라메스 역
사담당관님을 비롯하여 멀리 태평양에서 한국을 찾아주신 다섯 분의 참가자 여러분께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국가기록원 김상국 전산사무
관님, 한국영상자료원 김봉영 경영기획부장님, 그리고 국립문화재연구소 송민선 학예
연구관님 등 모든 발표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ICHCAP)가 주관하는 태평양 
협력 무형유산 아날로그 시청각자료 디지털화 워크숍이 이곳 전주와 서울 등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회의 준비와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기관과 모든 전
문가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센터는 유네스코와 한국정부간의 협정에 따라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의 정신을 발현하기 위해 2011년 창설된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급 국제기구입
니다. 현재 아태지역 48개국의 100여 정부 및 관련전문기관을 대상으로 무형유산의 
정보교류와 네트워크 수립 등을 통해 아태지역의 무형유산 보호역량을 증진시키는 대
표적인 유네스코 센터로 활동 중입니다. 

아태지역의 무형유산 보호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의 노
력이 경주되어야 합니다. 무형유산은 유형유산과 달리 그 보호에 취약성을 가지고 있
는 유산입니다. 따라서 유네스코는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채택할 때, 보호
를 위한 통합적 접근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의 보호를 위해서
는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 실연자, 향유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함께 사회과
학, 인문과학, 자연과학 등 학문적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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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통한 유산보호를 위해서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유산의 기록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이 없다면 우리들은 과거의 기억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무형유산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형식이 변하는 가변성과 
함께 사람이 전승의 주체가 되는 유한성을 지니고 있는 대표적 유산입니다. 분명 이
러한 가변성과 유한성은 무형유산 보호에 취약점이 되는 것은 분명하나 이를 슬기롭
게 극복한다면 오히려 새로운 유산으로 진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러나 무형유산이 새로운 문화 동력으로 기능하고 창조적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유
산을 기록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유네스코는 인류문화의 발전에서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표적 국제기구입니다. 
1997년부터 시작한 세계기록유산사업이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의 귀중한 전통과 의
례, 공연 등이 시청각 기술로 기록된 역사는 매우 일천합니다. 사진기술이 발명된 이
래 각 민족의 대표적 무형유산들이 흑백, 칼라필름으로 촬영되기 시작했으나 이런 아
날로그 방식의 저장물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매체구성물의 변질로 소중한 기록들이 
사라지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아날로그 저장물의 위험성은 국제사회에 널
리 알려져 있으나 각 국가들은 예산과 기술부족으로 기록물의 전자화 작업을 차일피
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6년간 센터는 아태지역의 소중한 무형유산 시청각 기록들을 보호하기 위해 몽
골, 솔로몬제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필리핀, 인도, 네팔의 아날로그 기록물을 디지
털로 전환하여 이를 널리 보급하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유네스코아태
무형유산센터-태평양 협력 무형유산 아날로그 시청각자료 디지털화 워크숍’ 역시 아
태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고 이의 학술적 연구와 계승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
록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태평양은 아름다운 자연유산과 함께 무형문화유산이 풍부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으
며, 특히 특색 있는 전통 유산을 많이 보유한 국가입니다. 허나 태평양은 지진, 화산 
등 끊임없는 재해로 신음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센터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야
프역사보존연구소와 피지박물관과 같이 다양한 전통 유산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온 중요한 문화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무형유산 영역에서 그 
회복의 노력에 동참할 수 있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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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센터는 태평양의 미크로네시아연방 정부로부터 야프역사보존연구소를, 피지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로부터 피지박물관을 추천받아 각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노후 및 
훼손된 무형유산 관련 자료의 디지털화 사업을 논의하였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후 올해 각 기관에 소장된 자료의 대상 목록 정리 작업을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에서는 이러한 아날로그 대상자료를 디지털화하고 관리함으로써 유산의 보
존성을 높이고, 각국의 무형문화유산 가시성을 높일 것입니다. 이어서 결과물을 아카
이브 자료로 저장하고, 홍보용 CD/DVD 선집 및 온라인 페이지 제작 등을 통해  연
구자, 학생과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
한 형태의 무형유산 관련 디지털 콘텐츠가 개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가와 지
역의 경계를 넘어 결과물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서는 기관 간의, 더 멀리는 국가 간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사업을 계기로 
지역 내 전문가 협력의 장이 형성되고 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
기를 바랍니다. 

국제사회에서 문화분야 협력은 서로의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는 
일입니다. 센터는 앞으로도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한 다각적 협력을 통해 아태지역의 
다양한 무형문화를 정보화하는 데 힘쓰고, 이를 널리 보급하면서 무형유산에 대한 일
반 대중의 인식 제고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워크숍과 이후에도 전문기관 견학을 통해 한국과 미크로네시아연방, 
피지 전문가 여러분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상호 협력을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
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디지털화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
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미크로네시아연방 정부, 피지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관계자 
분들을 비롯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해 주신 발표자와 참석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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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Francis L Reg｜미크로네시아연방 야프역사보존연구소장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허권 총장님, 참여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미크로네시아 연방의 코스라에, 폰페이, 추크, 아프 주의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힘써주신 유네스코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이하 센터)의 허권 사무총장님과 직원 여러분
께 감사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또한 이 기회를 빌어 뜻 깊은 자리
에 함께해 주신 태평양 참가자분들과 한국 전문기관 대표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
립니다.  

미크로네시아 연방은 무형유산 자료를 디지털화 하는 방법에 있어 오늘 여기에 자리
한 다른 국가들보다 한 발 더 뒤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
가 직면하고 있는 자연 문제와 함께 문화적 갈등, 기아, 전쟁, 기후변화 등 인간사회
의 다양한 문제들도 함께 마주하고 있습니다. 

미크로네시아 연방 대표단은 오늘 여러분들과 공통의 목표와 목적을 공유할 수 있
어 매우 기쁩니다. 또 기술적 자문과 재정적 원조를 아끼지 않는 센터와 유네스코 등
에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야프역사보존연구소의 무형유산 보호활동
은 미크로네시아 연방의 현 세대 및 미래 세대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
신 모든 분들은 각자 나라와 공동체에서 무형유산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뜻 깊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같은 마음으로 모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무형유산 자료의 처리, 활용 및 보존에 있어 전문가이기 때문에 미크
로네시아 연방 대표단은 전체 워크숍 일정동안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께 가르침을 얻
고자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본 워크숍에 임하면서 여러분께도 저희와 함께 서로
의 무형유산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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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는 저희 개인뿐만 아니라 미크로네시아의 문화적 정체성을 추구하며 계속 이어나
가고 싶어 하는 이들 모두에게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미크로네시아 연방, 특히 야프 주는 센터가 주최하고 지원한 다양한 사업의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 중 폰페이, 피지와 팔라우에서 열린 워크숍에 참석
했으며 이제 센터의 본거지인 한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 저와 미
크로네시아 연방은 태평양 휴면자료 조사사업과 현재 준비 중인 청년 영상 제작 사
업, 그리고 태평양 무형유산 아날로그 디지털화 지원 사업 등의 혜택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대표 분들이나 저희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방문
하게 될 기관들의 관대한 지원과 지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본 워크숍의 현장 방문은 무형유산의 각 영역에 의미를 부여하며 무형유산과 유형
유산이 서로 결합해 서로 간에 문화적 조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지식과 기술 없
이는 자원을 인공적인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그것을 개선해나가고, 실천하
며 지속하여 다음 세대까지 전승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무형유산은 어머니이며 자식
과도 같습니다. 과거의 문화적 유산은 현재의 문화적 정체성에 공헌하며 한 사회의 
구성원들의 실천과 신념을 유지시켜 나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크로네시아 연방 또한 예외가 아니며 앞서 말한 현대적인 과제
들과 국가의 규범 및 이해관계에 맞춰 모든 실천 가능한 형태로 과거를 보존할 수 있
는 기회를 환영합니다. 미크로네시아 연방은 현대적인 기술을 통한 문화의 보존과 보
호에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 과정과 행위는 과거에 사용된 구전을 통한 지식과 기술의 
세대 간 전승의 재연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방법은 지식을 보유한 이들
이 세상을 떠나면서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오늘날 현대적인 기록 기술과 시스템을 통
해서만 그 공백을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센터가 제공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고 누리게 될 이들을 대표하여 센터
의 노력와 공헌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이 전통 바구니를 허권 사무총
장님께서 친절히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는 야프 지역의 전통 바구니의 한 종류로 원주민 여성이 만들며 남성이 씹는 빈
랑나무열매, 후추잎과 라임 등의 작은 개인 물품을 보관하고 들고 다니는 용도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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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됩니다. 이런 열매를 씹는 풍습은 한국이나 인도 등 세계 각국의 민족에서 여전히 
실천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바구니는 유형유산이지만 이러한 문화적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지식과 기술은 무형유산입니다. 이 두 필수적인 자원의 결합은 
상호보완적일 뿐만 아니라 빈랑열매 씹기라는 풍습을 계속 유지해나가기 위해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무형유산이 지속적인 생존력을 보장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바구니는 야프 주와 미크로네시아 연방의 다른 곳에서 만들어지
는 다양한 바구니들 중 한 종류에 불과하지만 중요한 문화적인 역할을 합니다. 빈랑
열매를 씹는 습관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휴식을 취하거나 중요한 모임이 있을 때 
빈랑 열매를 들고 갈 수 있게 하여 천천히 열매를 씹으며 개인, 가족 그리고 공동체
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가장 적절한 해법을 고민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합니다.  

인사말을 마무리 지으면서, 저와 타마켄씨는 이 워크숍을 떠날 때 이 곳에서 공유
하고 배워간 것들이 각국의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본국에서 전개할 활동들을 통해 후세대들이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속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저희 모두를 축복해주시길 
빕니다. Kamagar g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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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Ratu Jone Balenaivalu｜피지박물관 자료수집관리과장

실재하지 않는 것이 실재하는 것보다 강력하다. 무형적인 아이디어, 개념, 신념, 환상
만이 지속될 수 있기에,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완벽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돌은 바
스러지고 나무는 썩는다. 사람은 죽는다. 그러나 생각, 꿈, 전설 같이 미약한 것들은 
계속해서 살아간다.                                            - 척 팔라닉 -

불라 비나카!

앞의 인용문은 무형유산에 대한 우리의 바람을 표현하고 있지만 슬프게도 제 조국
에서, 특히 피지 박물관에서는 실제와 동떨어진 상황입니다. 

먼저 피지 박물관에게 2017 무형유산 디지털화 사업의 수혜자로 선정되는 기회를 
주신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허권 사무총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방
대한 아날로그 형식의 소장품에 대한 전략을 강구하고 있던 중 찾아온 시기적절한 소
식이라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와 제 동료는 저희 관장님을 대신하여 이 워크숍에 피지 팀을 초청해주신 아태무
형유산센터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저희가 한국까지 와서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일처리와 끝없는 노력을 보여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피지는 2003년에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비준하여 국가 차원에
서 다양한 무형유산 활동이 추진되었습니다. 피지 정부는 무형유산에 대해 강한 사명
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협약 이행을 위한 정부 예산 대부분은 각 부처들로 가고 있습
니다. 이처럼 문화유산 및 예술분과에 2003 협약 이행을 위한 무형유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신설되고 예산이 반영 되는 것은 고무적인 발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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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무형유산센터 역시 피지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피지 내 다양한 무형유산 
활동에 대한 센터의 지원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피지는 태평양지역 무
형유산 보호를 위한 정보와 네트워크 회의를 두 번이나 개최했습니다. 센터의 다양한 
사업들이 피지에서 추진되었고, 이는 무형유산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문화적 분위기를 
만들어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센터 사업 중 가장 유망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지닌 사업은 태평양 지역 전통 지식과 이야기를 묶어낸 “태평양 전통지식”의 출판이
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람들은 무형유산을 중요한 요소로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다
양한 개발 계획에 무형유산이 연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지속가능성이 부족한 
편이며 앞으로 더욱 장려되어야할 것입니다. 

유네스코 또한 2003 협약의 이행을 위해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피지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사업은 피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
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피지는 아직 무형유산 분야에 고민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에 대응하기 위해 2003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온전히 활
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화 하는 작업은 피지 무형유산보호의 
첫걸음이며 피지 박물관에게 밝은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따라서 아태무형유산센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협력관계를 지속 유지해 나가길 바랍니다..

모두에게 보람찬 워크숍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션 1
태평양 무형유산 및 아날로그 자료 현황과 

디지털화 사업 계획

미크로네시아연방 무형유산 및 관계기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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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미크로네시아연방 무형유산 및 관계기관 소개

Francis L Reg｜미크로네시아연방 야프역사보존연구소 소장

개 요

무형유산의 개발, 수집, 전승, 보존과 더불어 그 지식과 기술을 윗세대에서 후세대
로 전승하는 것은 미크로네시아 연방에서 낯설지 않은 개념이다. 미크로네시아 연방
은 수많은 화산섬, 환초, 및 저지대 섬들로 이뤄진 국가로서 지난 2010년에 실시된 
최근 인구조사에서 총 주민 인구가 100,000명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이나 여타 아시아 
국가, 혹은 태평양에 위치한 기타 섬나라들보다 인구가 적어보이겠지만, 팔라우 공화
국과 마샬 제도 공화국 사이에 태평양 동쪽에서 서쪽까지 걸쳐 살고 있는 미크로네시
아연방의 인구는 이민, 문화적 형성 또는 진화로 인해 상당한 다양성을 띠게 되었으
며 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크로네시아의 문화적 및 사회적 응집력을 이루는데 있
어 종종 어려움이 되곤 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민족적인 
차이는 때로 미크로네시아 연방의 사회적, 정치적 행정에 영향을 미치곤 한다. 미크로
네시아 국민들은 민족주의라는 개념을 받아들였지만 서로 문화적으로 다르다는 인식
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크로네시아 연방의 각 주는 자신이 독특하다고 생각하며 
문화유산, 역사, 그리고 전통 지식을 전승하는 행위 및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지식이나 기술을 전승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섬마다 다르지만 공통된 요소나 
방식이 존재하기도 한다. 모든 전승 행위의 목적은 친족 체계나 씨족 내부에 적절한 
자격을 지닌 자들에게 자원이 전달되게 하고 (친족 및 씨족의 어른들인) 선대가 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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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게 제대로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섬들에서 지식이나 기술은 학
습된 자원으로 여겨진다. 이는 지식이나 기술이 개인, 가족 및 씨족의 복지, 생존, 사
회적 지위의 유지, 또는 계층 상승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뜻한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보장이 섬의 문화적 체계 및 행위 내 각 친족 및 씨족이 성취
하거나 부여받는 지위에 따르는 전통적 책임 및 권한과 함께 묶여있다. 

미크로네시아 연방의 문화적 다양성

앞서 시사했다시피 미크로네시아 연방의 4개 주를 동 태평양에서 서 태평양까지 지
리적 위치 순으로 나열하면 코스라에, 폰페이, 추크 및 야프이며, 각자 다른 문화적 
사고방식, 역사, 실천 및 주민에 대한 현대적인 인식 등 문화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
다. 물론 여타 유사한 규모, 지리적 위치 및 근접성을 띠고 있는 사회들과 다름없이 
이들도 천연 자원 및 섬과 섬 사이의 사회문화적 교류 (결혼, 이민) 등을 기반으로 문
화적 유사성을 보인다. 그러나 일부 섬의 주민이 사용하는 언어, 신체적 구성 및 기
타 민족적 요인을 바탕으로 미크로네시아의 인구가 오스트로네시아족에 속한다는 학
설 등 이들의 기원에 대한 주장은 사실로 확인된 바가 없다. 코스라에족, 폰페이족, 
추크족 및 야프 족은 자신들이 미크로네시아 기타 섬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문화적 정
체성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 주 내에서도 주요 섬과 작은 섬 또는 환초의 
주민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각 섬을 방문하는 
타지인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생활방식, 언어, 자원의 활용, 문화적 행위 등의 차
이로 뒷받침되기도 한다. 앞서 말한 요인들로 인해 한 깃발과 국가적 정체성 아래의 
민족주의와 통일성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관련 기관과 기타 이해관계자

이 발표의 초점은 미크로네시아 연방의 무형유산이지만 이 주제를 보다 잘 이해하
려면 유·무형유산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수집과 처리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 지식을 논
의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유엔 신탁통치 협정하에 미크로네시아(마샬제도 
공화국, 팔라우 공화국과 미크로네시아 연방)를 직접 통치하던 당시에 역사 보존 관계
자들의 노력과 미국 국립공원관리청 및 미국 내무부를 주축으로 한 자금 지원 하에 
미크로네시아 자원 연구 (Micronesian Resources Studies, MRS)라는 사업이 실시
되었다. 이 사업의 결과물로 각 섬에 대한 보고서들이 작성되고 당시 사이판에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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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탁 통치령 본부(현 북마리아나 제도 연방, Commonwealth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CNMI)에 보관되었다. 

신탁통치협정이 만료되고 미크로네시아 연방의 각 주는 무형유산과 고고학적 현장 
및 기타 문화적/역사적 유산 또는 자원 등의 유형유산에 대한 민족지적 정보의 수집, 
보관 및 보호를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미크로네시
아 연방 내 주립 기록보관소(State Archive Office)와 문화 박물관이 설립되게 되었
다. 그러나 친족, 공동체 및 기타 사회문화적 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수
집은 원주민 인구 내부에서 유·무형유산 관련 지식과 기술의 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
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고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수요와 노력에 이어 미크로네시아 연방의 각 역사보존사무소들은 기록화와 
아카이빙을 통해 이러한 문화적 자원을 수집하고 보호하려는 노력을 강화하였다. 이
를 위해 주, 국가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등의 유네스코 기
구와 기타 주체들이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게 되었다. 역사보존연구소들과 
기타 문화 수집 주체 및 개인들은 전통 기능, 지식 및 전통 기술의 적절한 활용이 국
가와 각 주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인구를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
이며 기후 변화 및 기타 인공적인 영향의 위협에 맞서 천연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보
장함을 보아왔다.

이러한 움직임을 주동적으로 이끌며 가장 효과적으로 공헌한 주체로서 본부가 폰페
이 주에 있으며 미크로네시아 연방과 기타 미크로네시아 섬 전체를 아우르며 사업을 
전개한 미크로네시아 세미나(Micronesian Seminar, MicSem)을 꼽을 수 있다. 
MicSem은 수십년 동안 활발하게 운영되다가 최근 Micronesian Productions라는 
민간 업체로 대체되었다. 둘 다 인터뷰 진행, 영상 촬영, 아카이빙을 위한 연구를 위
해 기록매체를 사용하여 정보를 수집, 기록 및 보호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크로네시아에는 민간의 문화 보호운동가들을 포함하여 정부와 비정부 
차원에서 유·뮤형유산의 보호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관심과 자원을 투자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주체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무형유산은 유형유산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민족지적 정보가 첨부되지 않은 유형유산은 그 중요성이나 
의미가 빠진 고대문화의 잔재일 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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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크로네시아 연방의 무형유산을 보호할 이유와 목적

무형유산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어야하며, 이
는 특히 제한적인 자원, 경제적 기회 및 고립 등의 어려움들이 기후변화, 전쟁, 기아, 
인종 청소를 포함하는 문화적 충돌 등 전 지구적인 자연적 및 인공적 현상들로 가중
되고 있는 미크로네시아 연방에 해당된다. 오늘날의 경쟁이 심화된 사회적 경제적 환
경 속에 원주민 인구에 속한 개인, 가정 및 공동체들이 모두 잘 되긴 어려운 상황이
며 회복력 및 지속가능한 생활방식을 기르기 위한 전통자원의 활용은 모두의, 특히 
이러한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과 활용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원의 생존, 보호 및 지속적인 실천을 보장하기 위한 실행가능
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학교 커리큘럼과 유·무형유산 관련 문화적/역사적 정보의 결
합을 제시할 수 있다. 

청소년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보호에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장려해야하며 전통 지
식, 기술 및 행위의 전승은 잘 기획, 조직 및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 예로 야프 주
에서는 야프역사보존연구소(Yap State Historic Preservation Office, YSHPO), 미
디어관리본부(Media and Protocol Division), 아카이브 오피스 (Archive Office) 등 
이해 관계자들이 야프 족의 문화유산 보존, 보호 및 실천에 청소년의 참여를 요청하
고 장려하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에서 지원하게 될 청소년 관련 사
업으로 “Youth Meets ICH”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소와 미디어관리본부가 야프 
주의 청소년 기관과 단체를 산하에 총괄하는 조직인 OurYAP (Our Youths Are 
Promising)과 협력하여 문화적 주제에 대한 짧은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다. 
OurYAP이 선정한  주제는 전통적인 직조 방식으로 적합한 천연 재료의 선택, 재료 
준비과정. 직조 과정 그리고 최종 결과물 등을 다룰 것이다. 

기타 주에서도 유사하거나 동일한 계획 및 사업들이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다. 극복해야 할 어려움으로는 자원의 제한, 문화적으로 자격 있는 인력의 부족, 그리
고 후세대의 문화적 관심과 전통에 대한 수요와 경쟁 중인 현대적인 문제들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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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미크로네시아연방 야프역사보존연구소 소장 무형유산 아날
로그 시청각 자료 현황 및 디지털화 사업 추진 계획

Sebastian G.F. Tamagken｜미크로네시아연방 미디어관리본부장

미크로네시아 연방 야프 주의 무형유산 관리

야프역사보존연구소는 현대 사회의 흐름 속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야프의 관습과 
전통을 기록하며 보존한다. 무형유산 및 국립공원청의 지원을 통해 야프 주는 현시대
에서 문화유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유형유산과 무형유산의 이해

야프 족은 유형유산과 무형유산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우리의 전통을 보존하고자 
노력해왔다. 보존 방식의 하나로 주립 미디어 도서관 (State Media Library)의 오래
된 자료들과 야프역사보존연구소(Yap State Historic Preservation Office), 교육부 
(Department of Education), 기록원 (Archive office) 등 기관에 소장된 자료들을 
취합하기 위한 협력과 공동의 노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음원 및 영상 자료를 보존
하기 위한 다음 단계는 기존 자료의 디지털화가 될 것이다. 

야프 주 사회에서 중요시하며 유지하고자 하는 물리적인 문화적 구조물 또는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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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시 집단적인 보존 계획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구조물과 유적
지는 세계인들에게 야프 족의 문화를 대표한다. 

야프역사보존연구소 (YSHPO)의 사업 계획 이행

청소년 및 시민사회부(Department of Youth and Civic Affairs, DY&CA) 소속의 
야프역사보존사무소 (Yap State Historic Preservation Office, YSHPO)와 미디어관
리본부(Division of Media & Protocol), 그리고 디지털화 사업의 현지 동반자/이해
관계자들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에서 제안 및 요구한 사업의 이행에 있어 가장 
실용적이고 의미 있는 방법에 대한 액션 플랜을 논의하였다. 논의의 과정 중 본 연구
소와 미디어관리본부, 기타 동반자들의 인력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사업 인력으로 청
년을 뽑아 사업의 이행뿐만 아니라 야프족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보호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배양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추가적으로 야프 주의 역량에 따른 결과물 부분
에는 최근에 설립된 단체인 와압 문화유산협회 (Waab Cultural Heritage Society, 
WCHS)의 일부 회원들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행 계획이 
아태센터의 계약조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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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책임 및 일정]

조치/활동 책임자 일정

1. 사업팀 구성 및 사업 계획  
구체화 야프역사보존연구소/미디어관리본부/WCHS 6월 2째주

2. 대상 자료 확인 및 선정 야프역사보존연구소/미디어관리본부/기록원 6월 3,4째주

3. 대상자료 디지털화 사업 인력 
(야프역사보존연구소/미디어관리본부) 7-10월

4. 메타디어터 작성 사업 인력 
(야프역사보존연구소/미디어관리본부/기록원)

5. 아카이브에 디지털 파일 저장 사업 인력 7-10월
6. 홍보 CD/DVD를 위한 

음원/영상 파일 선정, 
CD/DVD 해설집 작성

사업 인력/컨설턴트 10-11월

7. 사업 결과물 제출 사업 인력 / 컨설턴트 2018년 1월
8. 사업 중간 보고서 제출 사업 팀장/부팀장/ 컨설턴트 11월
9. 사업 최종 보고서 제출 사업 팀장/부팀장/ 컨설턴트 2018년 2월

10. 홍보 활동 이해관계자/사업 인력 /정부 
관계자/전통사회 지도자들 2018년 3월

효과적인 액션플랜을 위한 구제척인 과정, 책임자의 역할, 기타 관련 정보 및 업무
를 설명하기 위해 각 조치/활동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

조치/활동 1: 사업팀의 조직화는 1월에 지원금 통지를 받은 후 지원 조건에 요구되
는 대상 정보 및 자료의 필요성과 존재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2월에 본 연구소와 잠재
적 파트너/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진행하였다. 자문회의는 본 연구소 측에서 청소년 및 
시민사회부장, 미디어관리본부 그리고 야프 주 기록원을 연락하여 시작되었다. 과거에
도 미비한 기술적 및 자금적 자원으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던 바, 해당 사업
은 야프 주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본 연구소와 미디어관리본부에서 정
보 수집과 지원금 신청서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소에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
센터의 승인 결과를 통지받은 후, 대상 자료와 기록 매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
한 활동들을 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본 연구소는 방대한 아날로그 영상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는 노화로 인한 열화현상이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였다. 우
리는 이 자료들을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지만 디지털화를 
위한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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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활동 2: 2017년 5월 첫째 주에 주로 본 연구소와 미디어관리본부의 인력으로 
구성된 조직화 팀은 사업 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들을 논의하고 대상 자료의 
상태 및 CD/DVD 등 매체로 전환/변환하기 위한 장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 자
료 목록을 재심사하였다. 지원금 제안서의 관련 항목에 기술하였듯이, 목록화된 자료
는 릴 테이프, VHS, 카세트, 사진, 동영상 및 문헌 자료로 기록되어있었다. 5월 둘째 
주는 야프 주 기록원, 야프역사보존연구소, 미디어관리본부, 와압 문화유산협회 및 현
지 대학과 공동체의 인력들로 구성된 사업인력과 회의를 하였다. 

조치/활동 3: 사업의 주요 활동으로 정보자료를 현재 사용 중인 미디어 형태로 변
환하는 실제 작업이다. 사업 인력은 지정된 사업 장소에서 자료가 저장된 낡은 매체
들의 오염 제거,  주제별/분류(영역)별 자료 정리, CD/DVD로 정보 변환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무형유산 영역과 소속 유산에 대한 사업 인력 교육은 본 연구
소에서 진행할 것이다. 

단계:
가. 실무그룹은 아날로그 영상매체자료를 식별하고 라벨을 작성한다. 또한 전통 소리, 

설화, 촬영, 영상, 19세기의 음악 앨범 등 자료를 분류 및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나. 디지털화 장비는 3 ½-7 ¾ 까지 릴테이프의 사이즈에 맞춰서 구비한다. 따라서 
오디오 릴 재생기 (두 가지 사이즈), 카세트 재생기, 카트 재생기, VHS 재생기, 
그리고 향후 디지털화 사업을 통해 구제되는 아날로그 자료의 형태에 따른 기타 
영상매체 재생 장비들을 포함한다.

다. 각 이해관계자는 디지털화 과정에서 다양하고 상호교환적인 역할을 지니게 된다. 
사업팀장(야프역사보존연구소)이 최종적인 태스크포스 업무를 담당하게 되지만 현
재로서는 오염제거, 라벨링, 변환, 보존 및 완성된 아날로그 자료와 디지털 파일
의 아카이브화 업무에는 주요 이해관계자 3자 모두 주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치/활동 4: 이 단계는 조치/활동 3이 완료되어 정보 자료의 주제가 모두 분류되
어 메타데이터가 작성될 수 있을 때 이행될 것이다. 이 활동에는 데이터베이스 개발
에 대한 지식, 기술 및 경력을 지닌 사업 인력이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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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활동 5: 야프 주 기록원에서 정보 자료의 장기적 아카이브화를 위한 가장 적
절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에 대해 사업 인력을 교육할 것이다. 방송 및 야프족의 전통
문화와 역사에 대한 학생 교육을 위해 문화적 프로그램 커리큘럼에 도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의 사본을 미디어관리본부 그리고 교육부의 문화적 프로그램 부서에 배부
할 것이다. 

조치/활동 6: 현재 사용되는 미디어 형태로 변환 후 홍보 용도에 가장 적합한 자료
들이 선정되면 컨설턴트가 기타 사업 동반자들의 도움으로 자료/파일의 내용을 설명
하는 해설집을 작성할 것이다.  컨설턴트는 전문적인 서비스가 요구되는 사업에 협조
하기 위해 본 연구소에서 고용한 전문인력으로 한다. 

조치/활동 7: 이 단계는 결과물을 아태센터에 전달하기 전에 결과물을 준비하여 각 
심사를 위해 사업 동반자에게 배부 그리고 최종 취합으로 구성되어있다.

 
조치/활동 8: 상기했듯이 이 활동은 사업 팀장 및 부팀장이 컨설턴트의 자문과 기

여를 받아 수행하게 되어 있다. 보고서는 사업 진행 현황, 발생한 어려움, 그리고 이
에 대한 해법을 기술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아태센터에서 조언과 추가적인 지원을 받
을 수 있을 것이며 사업의 원만한 완성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조치/활동 9: 이 업무 역시 사업 팀장, 부팀장 그리고 컨설턴트가 수행하여 아태센
터에 제출할 것이다. 중간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사업의 완성까지 사업의 모든 
요소를 다룰 것이며 본 사업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자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속해 
나가는 것에 대한 정보는 최종 보고서에 포함될 것이다.

 
조치/활동 10: 지원금 제안서에서 서술하였듯이 이 단계에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까지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논술대회들이 포함될 것이다. 또한, 상기된 활
동 5에 서술했듯이 미디어관리본부 프로그램에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자료를 방송
할 것이며 사업 결과물을 활용하도록 기타 사업 동반자들을 장려할 것이다. 마지막으
로 활동들로 결과물과 정보를 관련 웹사이트에 개제하고 청소년 대상으로 무형유산 
영역과 각 유산, 그리고 관련 유형유산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를 시범해 보이는 대
회를 개최하며 사업을 마무리 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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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자료

VHS
릴 테이프 (2가지 사이즈)
카세트
사진/그림
필름 (영화용, 주로 흑백)

디지털화와 향후 계획

미디어관리본부는 DY&CA부장의 지시와 야프역사보존연구소 담당자의 자문하에 상
기된 사업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무형유산과 야프 주 전체를 위해 선정된 자료의 
디지털화를 잘 실행할 것을 보장한다. 



세션 1 태평양 무형유산 및 아날로그 자료 현황과 디지털화 사업 계획

143

발표 3

피지 무형유산 및 관계기관 소개

Ratu Jone Balenaivalu｜피지박물관 자료수집관리과장

소개

피지공화국은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지닌 곳이다. 2013년에 신헌법을 공표하여 피
지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피지인”으로 부르기로 하였다. 이는 아래와 같은 
민족들을 포함한다.

§ ‘이타우케이(iTaukei)’ 또는 토착 피지인
§ 로투만족 (Rotuman) (소수 토착민)
§ 대부분 계약이주노동자들의 후손인 인도인
§ 니-바누아투(Ni-Vanuatu) 및 솔로몬 제도인 등 태평양 제도 출신 노동자의 후손
§ 초기 이주자들의 후손 (중국인, 인도인, 유럽/호주/미국 출신 상인, 선원, 비치코머

(Beachcombers))
§ 현재 라비(Rabi) 섬 주민으로 알려진 바나바족 (Banabans, 오션 섬 토착민)의 후손
§ 현재 키오아(Kioa) 섬 주민으로 알려진 투발루족(Tuvaluans, 바이투푸 섬 토착민) 

의 후손 

따라서 피지는 고유의 무형유산적 다양성을 지니고 있으며, 각 민족 집단이 뚜렷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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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구분되어 서로 굉장히 다른 무형유산을 연행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피지인을 대표
하는 무형유산 종목을 뽑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지에서 무형유산의 식별이란 
다차원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 국가적 차별화된 다양성: 피지의 다양한 민족들과 각자의 차별화된 살아있는 유산, 
또는 무형유산을 인정

§ 토착적 차별화된 다양성: 피지의 두 토착 원주민 공동체와 그들의 차별화된 무형유
산 종목들을 인정

§ 지역적 차별화된 다양성: 이타우케이 공동체 내부에도 지역별 또는 부족/씨족별로 
차별화된 무형유산이 존재함을 인정. 로투만족 보다 이타우케이족 내부의 다양성이 
더 크다.

그러나 국가적 논의에 있어 이타우케이 또는 토착 피지인들의 무형유산이 항상 우
선시되며 인정받는다. 이는 그들이 피지의 ‘첫 민족’으로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 다른 곳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의 무형유산의 지속가능성을 정부, 족
장, 국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 측에서 보장하라는 요구가 오랫동안 있어왔기 때문이
다. 토착 이타우케이 문화는 세계적으로 피지를 대표하는 문화적 특징이기도 하다. 

2003무형유산협약 비준

피지는 2008년 유네스코 지원하에 국가 자문회를 개최한 뒤 2010년에 2003 무형
문화유산보호협약을 비준하였다. 문화유산 및 예술과에서 내각에 제출할 신청서류를 
준비하는데 1년이 걸렸으며 이는 첫 제출부터 피지 임시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이는 
피지 역사상 가장 빠른 문화적 협약 처리였을지도 모른다. 승인 근거는 아래와 같이 
제시되었다:

가. 현재로서는 피지의 역사 대부분이 문헌으로 기록되어 토착민들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토지, 지위적 신분, 계보 및 친족 관계 등을 기술할 수 있게 되
었지만 우리 사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구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인
정해야 한다. 

나. 무형유산은 우리가 한 집단으로서, 한 공동체로서 어떤 사람들인지 정의해주며 
전지구적 문제들과 현대화의 조류 속에서 소중한 전통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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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다시피 피지의 맥락에서 무형유산을 정의한다는 것은 과거나 지
금이나 난제로 남아 있다. 무형유산을 다룰 때 아래와 같은 실질적인 이슈들을 고려
하고 있다.

§ 피지의 언어 및 문화적 다양성
§ 문화의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
§ 무형유산은 진화하며 공동체의 지지와 합의에 따른다.
§ 피지에서 종교 등 신념체계는 공동체와 사회의 지속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피지 내 무형유산 상황

피지의 무형유산은 이 지역내 살아있는 문화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 피지의 섬들에
는 섬과 섬 사이의 연결성, 이동, 사람과 공동체 간의 관계, 환경과 사람간의 유대를 
상징하는 토템, 그리고 정교한 의례의식들을 설명하는 수많은 설화들이 조상 대대로 
전해져오고 있다. 이와 동시에 다문화주의가 잘 실천되고 있으며 무형유산의 보호에 
있어 포용적인 접근방식이 장려된다. 다양성은 긍정적인 기제로 작용하지만 동시에 
어려운을 제시하기도 한다. 아래는 피지의 특징적인 무형유산적 현상들이다.

가. 인구통계학적, 민족적 다양성. 2007 인구조사에 의하면 피지의 인구는 토착피지
인 56.8%,  로투만족 1.2%, 인도계 37.5%, 유럽계 혼혈인 1.3% 그리고 나머
지는 기타 민족 (멜라네시아족, 라비족, 키오아족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민
족집단은 각자의 전통적 관습을 실천한다. 그러나 유럽 혼혈인의 전통 관습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적인 인식으로 이 집단은 피지의 현대 문화와 연결되어 있지만, 이는 논란의 여
지가 있다.

나. 종교별 분포. 종교 및 기타 신념체계는 무형유산에 중요한 역할은 한다. 대부분
의 사회에서는 종교가 현지 문화와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자면 아랍 문화나 파
키스탄은 이슬람 밀접한 연관이 있다. 대부분 민족들이 기독교를 믿으며 감리교 
신자가 총 280,628명이다. 피지의 인도계 인구 대다수는 힌두교를 믿으며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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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는 193,061명이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토착민 중 기독교 대신 힌두교를 
믿는 인구도 551명이 있다는 것이다. 바하이교도 토착민 신자 389명을 지니고 
있다. “기타”는 대부분 천주교에 속하며 총 신자 수는 13,637명이다. 종교별 민
족집단의 분포는 무형유산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들을 시사한다. (1) 각 민족은 
개인이 원하는 종교를 따를 수 있는 종교적 자유를 지니고 있다. (2) 각 종교 
집단은 어떤 방식으로든 무형유산의 실천을 이끌어내고 있다. (3) 무형유산의 
재생산 및 전통적 무형유산의 계속적인 활용에 종교적 신념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언어적 다양성. 어떤 무형유산 종목의 지속성과 지속가능성에서 언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언어 역시 무형유산 종목과 마찬가지로 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
으며 일상적인 회화, 다양한 분야 그리고 가능한 모든 기회에서의 활용만이 구
제할 수 있는 방법이다. 피지에서 민족, 종교 그리고 언어는 상호 연결되어있
다. 2013년 피지 헌법은 영어, 이타우케이어, 그리고 힌디어를 피지의 공식 언
어로 인정하고 있다. 피지의 다양한 민족들은 각자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개별 
언어 내에도 다양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보사 바카비티(Vosa Vakaviti, 표
준 토착 피지어)는 비티레부 섬 동쪽과 서쪽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피지 
북쪽에서도 고유의 차이를 보인다. 동시에 인도계 피지인들도 힌디어, 우르두
어, 타밀어, 텔루구어, 말라얄람어 및 구자라트어 등 다양한 언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모두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피지 힌두어다. 영어는 유럽 탐험가 
및 기타 영어 사용자들과 접촉이 시작될 무렵 피지에 처음으로 유입되었다. 피
지와 오랜 외교 및 무역 관계를 형성해온 통가인들도 보사 바카비티에 영어를 
차용 및 도입하였다. 1874년 피지가 영국에 할양됨에 따라 영어가 공식 언어가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대부분 그렇게 유지되고 있다. 

라. 피지의 공휴일 및 축제. 피지의 공휴일에는 세속주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다. 공휴일 역시 문화적 행사로 공동체의 의례, 축하행사, 축제, 관습 등과 관련
이 있기 때문에 무형유산으로 볼 수 있다. (2014년 공식달력에 의해) 피지에는 
9개의 공휴일이 있다: (1) 새해 (New Year’s Day) – 각 공동체들은 새로운 기
회를 가져오는 새해의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다양한 의례와 축제행사를 치른다. 
불꽃놀이는 비교적 최근에 생긴 의례다. 전통적인 피지 마을에서는 랄리(lali), 
북, 대나무 악기 그리고 철판을 치며 새해를 기념한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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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고 흠뻑 젖은 이에게 마른 옷을 주며 감사를 표한다. (2) 무함마드 탄신일
(Prophet Mohammed‟s Birthday) – 알라신의 예언자로 존경받는 무함마드의 
일생을 기념하기 위해 이슬람교도들이 지내는 축일. (3) 성 금요일(Good 
Friday) 예수의 죽음을 기리는 날로 모든 기독교 교파에서 종교적 예배 및 의
례를 통해 엄숙하게 지낸다. 부활절은 예수의 죽음 뒤 하늘로 승천함을 기리는 
날로 기독교에서 교회 예배, 의례 및 만찬 등 축하행사를 치른다. (4) 피지의 
날(Fiji Day) 대영제국으로부터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행사를 치른
다. 열병식과 더불어 피지 곳곳에서 문화적 행사가 열린다. (5) 디왈리(Diwali) 
피지내 힌두교도 공동체에서 지내는 축제로 빛의 축제로도 알려져 있다. 다양한 
축제 행사와 만찬이 열리며 힌두교 가정들은 다른 민족들을 이 행사들에 초대
한다. (6) 크리스마스와 복싱 데이(Christmas and Boxing Days) 서구의 영향
을 받아 차용된 행사들로 크리스마스는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며 복싱 
데이는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다. 피지인들은 이때 세계 곳곳에서 고향으로 찾아
와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보낸다. 대부분의 경우 마을로 돌아와 다 같이 모여 
만찬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마. 인류학적 및 역사적 다양성. 피지의 사회는 높은 수준의 다양성을 띠고 있으며 
이는 독특한 무형유산을 만들어냈다. 토착 피지인은 땅과 바누아(vanua)에 대
한 연결, 그리고 우주와 사회를 관장하는 높은 존재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
다. 피지 문화는 다른 문화들과 마찬가지로 다양성을 띠며 늘 변화하고 있다. 
관습, 의례 및 가치 중 모든 이타우케이족에 공통된 것들이 있고, 특정 지역에 
한정된 것들, 그리고 사회의 특정 분류 또는 계층만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개인 고유의 성격에 따라 실천하며 모두에게 적용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인도
계 피지인들은 주로 이민자의 후손들이다. 1879년부터 1916년 사이에 60,000 
명이 이민왔으며 1920년에 구자라트 지역과 푼잡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무상 공
여되었다. 이 이주민들은 75% 북인도, 25% 남인도 출신으로 다양한 사회경제
적 배경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피지의 새로운 환경에서 인도인들의 엄격한 
사회문화적 체계가 살아남을 수 없었다. 판차야트의 법적 체계는 중요성을 잃었
고 카스트 제도 역시 상호 교류가 강제되면서 무의미해졌다. 라마얀 만달리
(Ramayan mandali)와 이슬람 사원 등의 종교적 기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대가족의 개념도 해체되어 중매결혼이 연애결혼으로 대체되었다. 이
러한 변화들은 인도계 피지인들이 행하는 고유의 무형유산을 만들었다. 로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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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 무형유산 역시 토착 피지인과 마찬가지로 의례 중 야고나 (카바)의 사
용, 희생용 돼지의 상징적 의미, 사람, 땅 그리고 환경 간의 밀접한 관계, 신념
체계 내 우주의 역할 등의 특징들로 대표된다. 로투마는 1881년 로마천주교와 
웨슬리안 감리교 사이에 종교전쟁이 일어나면 영국에게 공식적으로 할양되었다. 
로투마족은 로투마의 날을 지내며 각 구에서 만찬과 문화적 행사를 치른다. 무
형유산 관련된 결정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은 로투마 위원회(Rotuma Council)
가 지니고 있다. 라비섬을 소유하고 있는 오션 섬 출신의 바나바족은 1945년 
12월에 처음으로 이주해 왔다. 바나바족은 여전히 그들 고유의 문화를 지키고 
있으며 특별한 행사 때 전통 무용을 공연하도록 초청되기도 한다. 피지의 멜라
네시아족 공동체는 19세기 초 솔로몬 제도와 니-바누아투에서 끌려온 강제 노
역자들의 후손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솔로몬 제도나 니-바누아투식 이름을 유지
하고 있지만 토착 피지 문화에 동화되었다. 전통 무용이나 의례를 연행하는 경
우는 드물며 가장 최근의 공개 공연은 수바에서 열린 퍼시픽 게임의 개막식에
서 연행되었다. 피지의 화교 공동체는 18세기 중반 중국 상인들이 해삼을 찾아 
피지로 오면서 형성되었다. 중국인들은 인도인들과 마찬가지로 사업에 재능이 
있으며 고유의 교육과 문화적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현지의 화교 공동체는 중
국 설날과 화교 문화 협회의 특징인 용춤 등 고향의 전통과 의례를 연행하고 
있다. 

피지의 무형유산 보호 관련 기관

피지에는 아직 무형유산관련 데이터나 정보를 모아서 취급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프레임워크가 잡혀 있지 않다. 이 목록에는 무형유산 보호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며 
보호활동에 관여해야하는 기관들도 포함되어있다. 

피지내 무형유산 활동의 증진에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기존의 
기관들도 있다. 이는 아래의 기관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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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존의 무형유산관련 활동

국가유산, 문화 및 예술분과 
(Department of National 
Heritage, Culture & Arts)

· 위기에 처한 무형유산 활성화를 위한 
문화지원금

· 국가 협약 사무국
· 무형유산 연구 
· 무형유산 논의, 홍보 및 실연자에 대한 국가 및 

공동체 차원의 워크샵 개최
· 기타 국가 기관들과 무형유산 사업 관련 협력 
· 2003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제기구와 연계
· 무형유산 이행을 위한 계획과 프레임워크 개발

이타우케이 언어문화연구원 
(Itaukei Institute of 
Language & Culture)

· 이타우케이 언어 연구 및 사용 증진
· 문화적 지도 프로그램
· 무형유산 실연자와 공동체 워크샵 진행
·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의 활성화를 위한 부흥 

전담 부서
· 무형유산 기록물 디지털화 - 아날로그 오디오, 

이미지, 및 동영상 기록
· 무형유산화동에 대한 DVD 다큐멘터리 제작
· NodaVosa라디오 방송

이타우케이 토지 및 어장 위
원회 
(Itaukei Lands & Fisheries 
Commission)

· Volanikawabula- 계보학
· TukutkuRaraba
· 족장 분쟁 재판소
· 토지 분쟁 해결
· 어장 경계 정의
· 토지 구분 사업

이타우케이 신탁 기금
(Itaukei Trust Fund)

· 이타우케이 무형유산 사업 자금 지원
· 이타우케이 출판물
· 이타우케이 연구 진행
· 무형유산 관련 타당성 조사

피지국가기록원 
(National Archives of Fiji)

· 기록 자료 아키이브 보관
· 문화유산 기록 자료 보존
· 피지 메모리 오브 더 월드 사업

영화 및 TV 부서 
(Film & TV Unit)

· 무형유산 종목 영상 촬영
· 영상 기록
· 영상 아카이브화

피지 박물관 
(Fiji Museum)

· 구전 전통 사업
· AIA유산 현장 매핑
· 무형유산 연구 및 기록화

피지문화예술위원회 
(Fiji Arts Council)

· 무형유산 활성화 워크숍
· 전국적 예술공예 전시 및 대회

[무형유산 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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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가와 무형유산 실연자를 지역 예술 축제 
(태평양) 및 멜라네시아 예술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냄

다문화 센터 
(Multicultural Centers)

· 인도 전통 무용
· 인도 전통 악기 사용
· 각 섬의 전통 무용 및 현대 무용 배움
· 여성과 함께 문화 산업 사업 진행
· 예- 바느질, 스크린 날염 수업

남태평양 대학교
(University of the South 
Pacific)

· 오세아니아 센터 (무용, 예술)
· 태평양 유산 허브
· 태평양 연구 과정
· 태평양 언어 과정
· 교육 과정
· 무형유산 사업 연구 및 이행

피지 국립대학교
(Fiji NationalUniversity)

· 이타우케이 연구 및 문화유산 과정
· 예술, 문화 및 디자인 학부
· 무형유산 연구 및 기록화

피지대학교 
(University of Fiji)

· 이타우케이 언어 및 문화 연구
· 무형유산 연구 및 기록화

피지천주교회
(Catholic Church of Fiji) · 무형유산 자료 기록화 아카이브

피지감리교회 
(Methodist Church of Fiji) · 무형유산 자료 기록화 아카이브

말일 성도 교회
(Church of the Latter 
Day Saints)

· 무형유산 자료 기록화 아카이브

피지 텔레비전 
(Fiji Television)

· 현지 컨텐츠 방송
· 무형유산 컨텐츠/자료 DVD 기록화

FBC TV · 현지 컨텐츠 방송
Mai TV · 현지 컨텐츠 방송
파지 방송 위원회
(Fiji roadcasting 
Commission)

· 무형유산 음원 기록 아카이브 
· 현지 컨텐츠 방송
· 음악 녹음

커뮤니케이션 피지 ㈜
Communications Fiji Ltd

· 무형유산 자료 영상 다큐멘터리
· 현지 컨텐츠 방송

SPC 미디어 센터
(SPC Media entre) · 무형유산 자료 영상 다큐멘터리

퍼시피카 커뮤니케이션
(Pacifica   
Communications)

· 무형유산 자료 영상 다큐멘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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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 내 무형유산 보호활동의 지속가능성 

피지에서 무형유산 보호활동은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까지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 피지내 무형유산 보호활동의 지속가능성에 필요한 핵심요소는 아래를 포함 한
다.

가. 피지 국가 교육과정에 무형유산 가치의 주류화
나. 대학내 무형유산관련 실습 및 이론적 과정 도입을 위해 각 교육기관과 협력
다. 교회와 사원은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설교

에 무형유산의 주요 원칙들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라. 무형유산 관련 출판물, 홍보물 증가
마. 피지국민이 주도하는 활성화 활동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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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4

피지박물관 소장 무형유산 아날로그 시청각 자료 현황 
및 디지털화 사업 추진 계획

Jeremaia Veisa｜피지박물관 자료수집관리과 담당관

1. 사업 소개

피지 박물관 소개

피지 박물관의 설립은 수바 시 위원회에 『William Allardyce』경의 개인 소장품의 
기증으로 시작되었다. 이 소중한 소장품들은 피지를 고향이라고 부르는 이들의 문화
적 정체성을 대표한다. 10,000점이 넘는 이 국보들은 피지 박물관법(Fiji Museum 
Act, CAP 263)과 POAPI법(POAPI Act, CAP 264)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이 법들은 
피지 박물관이 소장품을 국제적인 박물관 기준에 따라 보호, 보존 및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피지 박물관의 소장품 중 오랜 시간동안 수집된 사진, 음성 녹음, 영상 및 마이크로
필름의 형태로 구전전통, 문화적 활동 및 고고학적 현지조사를 담고 있는 아날로그 
자료들도 포함되어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부분 70년대부터 박물관 아카이브에 소장
중이며 수세기전에 기록된 것들이다. 이 작업은 피지 박물관의 소장품과의 책임에 속
하며 사업의 주요 초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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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 박물관은 과거에도 장비구입을 위해 자금 지원을 받은 연구들을 수행해왔지만 
디지털화 사업은 처음이다.

근거

태평양 지역의 아카이브와 박물관 소장품의 보호에 있어 중대한 문제 중 하나는 자
연재해를 포함한 기후변화의 영향이다. 태평양과 피지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생계유지
에 초점을 두어왔으며 문화적 기록 자료의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게 될 수 밖에 없었다. 피지 박물관도 예외가 아니며 아날로그 자료의 심각한 
열화로 인해 과거의 이야기들이 담긴 방대한 소장품들이 위협받고 있다. 한 예로 박
물관의 릴 테이프 녹음 자료들을 들 수 있다. 이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릴 테이프 재
생기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입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지 박물관의 방대한 아날로그 음성 및 영상자료의 
디지털화의 첫 단계가 될 것이다. 이 사업의 결과물은 소장품목 전체를 디지털 형태
로 백업하여 물리적으로 제작하고 온라인에 전시하여 피지의 풍부한 문화유산에 대해 
세계인들을 교육할 수 있게 해 피지 박물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목표와 목적

본 사업의 목표는 피지 박물관에 소장 중인 무형유산 관련 음성과 영상 자료 중 최
소 500시간 분량을 디지털화하는 것이다. 피지 박물관의 목적은 파손에 취약하고 훼
손될 위기에 처한 형식의 소장품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이다. 

디지털화된 자료는 또한 해당 사용자들에게 연구 자료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교육
부 커리큘럼 개발부서와의 협력하에 학생들과 교사들이 지식의 학습과 전수를 위해 
사용하는 자료 패키지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사업은 피지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디지털화 사업이기 때문에 피지 박물관이 
선정된 자료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7개월의 기간 동안 지원할 것이다. 이로서 
탄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디지털화된 자료를 보존하고 음성 및 영상 
자료를 연구, 교육, 시민활동 등의 용도에 따라 접근을 간편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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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테이프 개수 재생시간

오디오
카세트 407 407 시간
릴투릴 20 20 시간

비디오

SVHS 30 36 시간
VHS 14 38 시간, 17 분

디지털 비디오 카세트 3 3 시간
비디오8 1 1 시간

총 시간 505 시간

2. 디지털화 사업 대상 자료

피지 박물관에는 소량의 솔로몬 제도, 바누아투, 인도계 피지인 및 이타우케이 토착 
피지인)의 구술 역사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타우케이 구술 역사 자료는 모두 음성 
녹음 (카세트 테이프) 형식이며 영상 기록물은 현재 피지인으로 인정받는 다양한 종족
의 구술 역사를 담고 있다. 피지 박물관에는 릴 테이프 재생기기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관람 또는 청취할 수 없는 릴 테이프도 소장되고 있다. 슬프게도 1950
년대부터 피지 박물관의 현지조사관들이 사용해온 테이프 녹음기는 디지털 녹음기가 
도입된 이후 소멸되었다.

피지 박물관에 소장된 자료들은 유네스코에서 정의한 무형유산의 5개 영역- 구전 
전통, 의례와 관습,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공연 예술, 전통 공예 등을 모
두 다루고 있다.

대상 자료: 영역별
가장 넓은 영역 구분별로 자료를 분류하자면 아래와 같다. 
§ 구전 전통 및 표현 – 322 개 테이프
§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 9 개 테이프
§ 공연 예술 – 105개 테이프
§ 사회적 의례 및 관습 – 51개 테이프
§ 전통 공예 – 30개 테이프

*일부 (음성) 자료는 다수의 영역들이 혼재되어 있다. 

대상자료: 형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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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화 사업을 위해 제안하는 방법론

사업 위원회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사업을 구상하
였으며 사업에 필요한 장비 목록을 제시하였다. (부록 A에 기재) 

1 단계 – 디지털화 전 준비 작업

본 사업에서 준비 작업은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잠재적 문제점들을 밝혀내고 대응하여 순조롭고 효율적인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다. 확인해야 할 분야들은 아래와 같다.

§ 목록작성 – 모든 음성 및 영상 자료가 형식에 따른 순서 별로 나열되어 있음을 
확인

§ 현재 목록화된 음성과 영상 자료들이 모두 식별되었으며 데이베이스들이 생성됨
§ 처리·보존 작업이 시급한 음성 및 영상 자료 식별(아직 식별되지 않음)
§ 디지털화 작업 전 특별한 처리과정이 필요한 음성 및 영상 자료의 식별(아직 식

별되지 않음)
§ 다양한 소장품 형태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생성

2 단계 – 소장품 상태 파악

소장품의 적절한 정리, 기술 및 위치 파악을 보장하는 단계로 매우 중요하다. 이 단
계 없이는 디지털화하더라도 자료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지 못할 것이다. 피지 박물
관의 관리하에 보호할 목적으로 피지 박물관에 선물, 기증 및 매입한 음성 및 영상 
소장품들도 있다. 이는 적절히 분류될 것이다. 

 3 단계 – 물리적 준비

이 단계는 소장품의 올바른 정리, 기술 및 위치 파악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서 이 
단계 없이는 디지털화하더라도 자료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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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계 – 중요한 과정

디지털화 준비 작업의 중요한 두 가지 과정은 목록의 개발 및 평가이다. 우리가 소
장하고 있는 자료의 양과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과정들로 언급된 분야는 박물관에서 이미 어느 정도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박물관의 소장품들은 데이터베이스에 각 분류에 따라 식별되어 있으며 기
록물의 총 분량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5 단계 – 디지털화 작업을 위한 사무 공간

박물관 행정동에 디지털화 작업을 위한 사무 공간 (구 암실)을 지정하였다. 이 공간
을 디지털화 작업 공간에 요구되는 기준에 따라 개조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화에 
요구되는 정교한 작업을 위해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사업은 
박물관이 소장 중인 파손에 취약한 종이 문서들이 다룰 것이기 때문에 넓고 청결한 
환경이 요구된다.

6 단계 – 디지털화 작업 전개

모든 준비 작업과 계획이 마무리되면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디지털화 장비 구입: 피지 국가기록원이나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장비의 종류에 

대한 자문을 받을 것임

7 단계 – 디지털화 작업

이 중요한 작업은 소장품의 성격과 원본으로서의 가치에 따라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감독되어야 한다.

4. 피지 박물관의 메타데이터 및 카탈로그화 과정

가장 오래된 음성 자료는 1974년에 녹음되었으며 그 이후로 전사나 번역 등 작업
이 진행된 기록이 없다. 전사 작업은 연구자들이 녹음 자료를 청취하면서 개별적으로 
수행한 것 외에는 피지 박물관에서 특별히 전체 음성 및 영상 자료의 전사 작업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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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적은 없다. 피지 박물관 디지털화 위원회는 디지털화된 자료의 코딩법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이다.

디지털화 대상 자료 목록은 준비되었지만 재생 기기의 부재 또는 도태로 인해 아직 
관람 또는 청취되지 않은 자료들이 대부분이다. 

5. 피지박물관의 디지털화 사업 향후 계획

이 사업은 박물관 소장품과에서 보다 넓은 범위의 디지털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
록 길을 열어줄 것으로 피지 박물관에게 있어 중요한 돌파구로 여겨지고 있다.

 
가. 국제적 이해관계자들과 협력관계 형성: 피지 박물관은 세계 각국의 박물관 및 

유사 기관들과 협력 관계를 맺어 디지털화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나. 피지박물관의 디지털화 시설 확장: 피지 박물관의 인프라 개발의 일환으로 피지 

박물관 아카이브 및 디지털 소장품 전용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다. 기타 서재 소장 자료들에도 디지털화 사업 확장: 피지 박물관은 음성과 영상 자

료뿐만 아니라 방대한 양의 사진, 원고, 전사본, 마이크로필름 등 디지털화 대
상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라. 보관소 설립 (중앙 데이터 서버): 피지 박물관은 디지털화된 데이터의 보관 및 
정리를 위한 중앙집중시스템 및 서버의 설립에 착수하였다. 

마. 전용 인력 필요: 피지 박물관은 장기적으로 소장품의 디지털화 프로세스를 지속
적으로 유지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담당관을 두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바. 피지 박물관의 디지털화 전략: 소장품 정보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규
정을 마련하고 디지털화된 자료의 최종 사용을 위한 전략이 개발되어야 할 것
이며 이때 교육적인 목적을 위한 사용의 여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피
지의 무형유산의 전승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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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비
음성CPU Dell Precision T-1650

오디오 신호 밸런실 및 라우팅
Henry Engineering Matchbox HD Stereo Interface 

Amplifier

Coleman Audio MS6 Audio Switcher

오디오 모니터링
M-Audio BX5 Powered Monitor Speakers

AKG K100 Headphones

Video   CPU
27-inch iMacs (2)

4TB   G-Drive Pro via Thunderbolt (External)

영상 소프트웨어

BlackMagic Media Express

Compressor

Final Cut Pro

HandBrake

Live Capture Plus

비디오 인터페이스
BlackMagic Mini Converters (Analog > SDI)

Blackmagic Design UltraStudio 4K Thunderbolt   2 

비디오 모니터링 및 라우팅

Behringer Ultralink Pro (Audio Balancing)

BlackMagic SmartScope Duo (Audio & Video Monitoring)

BlackMagic Smart VideoHub (Routing)

별첨 A. 디지털화 사업에 사용될 장비 목록

피지 박물관에서 아직 갖추지 못한 아날로그 장비와 자료의 디지털 변환에 필요한 
장비들은 아래와 같다.

[디지털화 시압 장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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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영｜한국영상자료원 경영기획부장

한국 무형유산 아날로그 음원자료 디지털화 사례
송민선｜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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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5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기능과 
무형유산 자료 디지털화 지원 사업

최선복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연구정보팀장

1. 무형유산의 정보와 네트워킹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ICHCAP, 이하, 아태센터)는 한국정부와 유네스코
(UNESCO)간의 협정에 근거해 2011년 설립된 무형유산 분야 전문 국제기구이다. 센
터는 무형유산 분야의 정보와 네트워킹을 중점기능으로 하고 있고, 최근 개정된 협정
문에는 센터가 무형유산 정보 보급과 네트워킹 강화에 더욱 기여해 줄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 주제가 되는 ‘무형유산 자료 디지털화’ 지원 사업은 센터가 중점적
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무형유산 정보사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아태센터의 활동에서 ‘정보’와 ‘네트워킹’은 중점 기능인 동시에,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의 가시성을 증진하고 무형유산 정보를 공유
하기 위한 메카니즘를 구축하고, 다양한 레벨의 주체를 잇는 네트워킹을 구축함으로
써 무형유산의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지역 회원국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태센터에 주어진 미션과 기능을 성취하기 위해
서 센터는 설립 이후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 왔다. 국가별 무형유산 보호 활동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나 무형유산의 기록 사업, 관련 정보 보급을 위한 웹사이트 운영, 
무형유산 꾸리에를 포함한 다양한 출판 사업, 디지털 콘텐츠 보급 등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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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센터의 다양한 활동 중에는 무형유산 관련 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기존 정보를 
가공해 보급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역량을 강화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
다. 아날로그 매체로 기록한 무형유산 자료를 디지털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여기
에 속한다. 새로운 정보의 생산 못지않게 기존 자료의 보존과 활용도를 높이고, 나아
가 회원국의 정보역량을 강화하는 것 역시 센터가 주목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
문이다. 

2. 무형유산과 시청각 자료의 디지털화

무형유산은 사람이 연행하고,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
문에 기록(Documentation)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형태로든 기록을 통해서 무형유산
의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거나, 또는 전승이 단절된 전통연행의 옛 모습(또는 소리)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체가 발전하면서 기존의 아날로
그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들이 더 이상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열악한 보관 환
경 때문에 훼손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무형유산 자료 디
지털화 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형식으로 생산된 자료를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해 관리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지만, 단순히 디지털 변환 작업만이 끝은 아니다.  

2011년부터 아태센터는 지역 회원국과 노후한 무형유산 시청각 기록물을 디지털화
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지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교훈은 디지털화 작
업 자체 보다는 오히려 관련된 자료에 대한 파악부터 활용에 대한 문제까지 디지털화 
이전과 이후에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그 동안의 이 
사업을 함께 추진했던 파트너 기관들은 디지털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개최되는 워크숍에 대해 만족감을 표현해 왔다. 실재로 워크숍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사업의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본 사업의 대상이 된 아날로그 자료들은 대내외적으로 위험에 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가장 쉽게는 열악한 보관 관리 또는 관심 부족, 심지어 기후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훼손 위험에 노출된 경우가 많았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아
날로그 자료를 잘 보관하고 있지만, 예산 또는 우선 순위에서 밀려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동안 사업을 수행하면서 선정한 대상 자료 중에는 짧게
는 10년에서 길게는 80여년 전에 기록되어 당시의 무형유산의 모습을 보여주거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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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들려 줄 수 있는 소중한 자료도 있었는데, 많은 경우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
어 제대로 기록물이 남아 있는지도 확인할 수조차 없는 사례도 있었다. 그나마 어떤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지 기록이라도 남아 있다면 다행인 경우도 많았다. 상황이 이러
하다보니, 분명히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들여 만들어진 기
록물 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보가 남아 있지 않아 답답하기도 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동 사업을 시작으로 무형유산 자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
아지고 있다는 것과 결과물을 바탕으로 제작한 선집들이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실재로 아태센터 사무실로는 무형유산 자료 디지털화 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해온다던지 결과물을 활용하고 싶다는 요청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콘텐츠의 적극적인 활용이나 폭넓은 홍보는 여전히 더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현재 아태센터에는 센터 누리집에 이지식관(e-knowledge centre) 페이지
를 신설하여 디지털화된 음원을 공개하는 등 서비스를 점차 늘려가고 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해당 국가에서 어떻게 활용 할 수 있는지 또는 디지털화를 완료한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와 지속적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심도 깊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무형유산 자료 디지털화 지원 사업 

아태센터는 지난 2011년부터 무형유산 자료 디지털화 지원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
다. 지금까지의 사업은 양자 사업으로 해마다 한 두 국가씩을 선정하여 디지털화를 
지원해 오고 있다. 대상 국가의 선정은 유네스코 지역사무소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해당국의 사업 의지와 긴급성 등을 판단하여 최종 결정한다. 

2011년부터 사업을 진행한 국가와 사업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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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대상국 파트너 사업 결과

2011-2012 몽골
몽골 

자연문화유산보
호재단

자기테잎(음원) 900개 디지털화

음원선집CD제작 및 배포(128곡 수록)

국악방송국(이용식의 아시아 음악여행) 및 MBC 라디오 
(세계의 전통음악) 음원방송

센터 웹사이트 서비스(e지식관)

2012-2013 솔로몬제도 솔로몬제도 
국립박물관

U-Matic 영상 테이프 100개 
디지털화

2013-2014 베트남 베트남음악연구
소 

릴테잎(음원) 300개 디지털화

음원선집 CD제작 및 배포(87곡 수록)

센터 웹사이트 서비스(e지식관) 예정

2014-2015 우즈베키스탄 우즈벡순수예술
연구소

자기테잎(음원) 360시간, 
35mm 필름 77개 진행중

센터 웹사이트 서비스(e지식관) 예정

음원·영상선집 제작, 배포(62곡 수록)

2015-2016 필리핀 필리핀문화예술위
원회

릴테잎(음원) 500시간 디지털화 

음원선집 CD제작 배포 예정(30곡 수록)

2016-2017

인도 인도민족음악아카
이브연구센터

오디오카세트 200개, 릴테이프 150개 등 음성 
400시간, VHS 50개 등 영상 100시간 디지털화 
진행중

음원선집 CD제작 및 배포 예정

센터 웹사이트 서비스(e지식관 예정)

네팔 네팔음악박물관

릴테입 40개 등 음원 300시간, 미니DV 카세트 등 
영상 300시간 디지털화 진행중

음원선집 CD제작 및 배포 예정

센터 웹사이트 서비스(e지식관 예정)

2017-2018

미크로네시아 야프역사보존
연구소

릴테이프 200시간, 카세트테이프 300시간 등 음원 
500시간, 베타캠 100시간 등 영상 100시간 디지털화 
진행중  

음원선집 CD제작 및 배포 예정

센터 웹사이트 서비스(e지식관 예정)

피지 피지박물관

카세트 테이프 415시간 등 음원 415시간, VHS/SVHS 
130시간 등 영상 130시간 디지털화 

음원선집 CD제작 및 배포 예정

센터 웹사이트 서비스(e지식관 예정)

[디지털화 지원 사업 대상국 및 사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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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업국이 정해지고 나면 아태센터는 해당기관과 업무협의를 시작하는데, 초기
단계에는 사업수행을 담당하게 될 전문가의 선정과 대상 자료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
어진다. 

아태센터는 작년부터 디지털화 지원 사업의 방식을 일부 변경해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 기관을 선정했다. 2017년에는 지역적 분배를 고려해 태평양 지역 국가를 대상으
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각 국가의 유네스코국가위원회와 문화부를 통해 공모를 
진행했다. 올해는 약 한 달간의 길지 않은 공모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신청서가 
접수되었는데, 센터는 자체적으로 세운 선정 기준에 따라 미크로네시아연방과 피지의 
두 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대상기관이 선정된 후 아태센터는 각 기관으로부터 사업 
실행계획을 접수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두 기관은 디지털화에 참여할 전문가를 선정
하고, 각 단계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미크로네시아연방과 피지 
모두 본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와 기대를 표명했고, 국내 전문기관과 전문가들이 협
업해 사업에 대한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으로 사료된다. 보통 프로젝트 참여
인력은 대상 기관에서 모두 충당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국내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사
업팀이 구성된다. 

워크숍 종료 후에는 본격적인 디지털화 작업이 시작된다. 각 기관은 대상 자료에 
맞게 확보한 디지털화 장비와 인력을 활용해 약 6개월에 이르는 디지털화 작업을 진
행한다. 아태센터는 사업 대상기관을 지원하고 최종 결과물의 품질 관리를 위해 중간
보고가 완료되는 10월 이후 대상기관을 방문할 계획이다. 현지 방문을 통해 사업 프
로세스를 직접 관리함으로써 사업 대상기관을 적극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협의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각국 유
네스코국가위원회, 문화부 협의를 통해 사업 결과물의 현지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
이다. 

한편 아태센터는 디지털화를 위한 자료의 전처리와 디지털화 완료 후 결과물의 후
처리에 이르는 방대한 작업 지침을 마련 중에 있다. 그동안 디지털화 지원을 위한 사
업 관리 지침은 있었으나, 사업 대상기관이 자료의 효과적 디지털화를 위한 가이드라
인은 부재했다. 이로 인해 지난 사업 대상기관들에서 작업 기준을 요구했고, 아태센터
는 이를 수용해 광범위한 디지털화 작업 지침을 개발 중에 있다. 특히 올해 사업 대
상기관은 음성과 영상 자료 모두를 디지털화할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아태센터와 협
력하여 매체별 디지털화 작업 지침을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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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디지털화 지원 사업은 아태센터의 대표적인 정보 관련 사업이지만, 동시에 
국내 및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광범위한 네트워크 사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워
크숍을 통해서 한국과 미크로네시아연방, 피지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도 활성화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4. 디지털화와 역량 강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지털화 지원 사업은 단순히 디지털화 작업만을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다. 본 사업에서 디지털화 작업은 사업 대상기관이 되는 국가에서 직접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방식을 취한다. 만약 디지털화 결과물을 얻는 것만이 목적이라
면 더 빠르고 편리한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비용이 더 필
요하지만 대상국가가 직접 디지털화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는 이유는 바로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디지털화 지원 사업이 끝나더라도 이러한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가급적 국내의 인력으로 진행하고, 가능하다면 내부 직원 교
육을 병행하여 디지털화를 추진하도록 요청한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
움도 있었지만 지금까지의 사업 파트너들은 최선을 다해 양질의 결과물을 만들어왔
다. 

디지털화 지원 사업은 정보 통신기술을 활용해 무형유산을 보호하는 활동이다. 우
리는 종종 무형유산 보호에 정보통신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우선 무형유산 정보 보급을 통한 가시성 제고라고 답을 할 수 있을 거 
같다. 무형유산의 가시성 제고와 활용은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데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이를 위해 정보 기술이 매개체로 활용 될 수 있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고 하겠고, 이 또한 보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향후과제 

아태센터는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7개 국가의 7개 기관에 대하여 무형유산 자료 
디지털화 사업을 지원해 왔다. 아태센터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사업



세션 2 한국의 아날로그 시청각자료 디지털화 및 아카이빙 사례

169

운영 체계 마련, 오디오 및 비디오 외의 무형유산 자료의 디지털화 대상의 확대, 디
털화 자료의 국가 및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 및 활용방안 강구, 협력기
관 확대 등을 통하여 사업성과의 극대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기 실시한 국가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훼손될 위험에 처해 있는 자료의 디지털화 작업의 지속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오늘 워크숍에 참석한 국가의 기관에서도 본 사업에서만 그
치지 말고 자국의 무형유산 자료의 디지털화에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아태센
터는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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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6

국가기록원 음성 및 영상자료 디지털화 및 보존방법론

김상국 | 국가기록원 기록보존복원센터 전산사무관

1. 보유현황

국가기록원은 약 32만점의 시청각 자료(음성, 영상, 사진)를 소장하고 있으며, 이 
중 음성과 영상자료는 약 7만점으로, 60년대 방송용 매체에서부터 최근의 디지털 파
일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표1)은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음성, 영상 자료 중 
테이프, 필름 등 유형매체(physical media)에 수록된 통계와 매체의 종류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생산 당시부터 디지털파일로 만들어진 음성, 영상자료가 이관되고 있
으며, 그 양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표1. 국가기록원 소장 음성·영상매체 현황]
   (2017.6.30 기준)

구분 영화필름 비디오테이프 오디오테이프

72,814 22,517 29,121 21,176

종류 8mm, 16mm, 
35mm

Betacam, Digi-Beta, VHS, 
Betamax, U-matic, 8mm, 
DVD, Video-CD, DVCAM, 
HDCAM, D2, 1“ reel tape,  

6mm tape

Cassette tape, DAT, 
Reel tape, Audio-CD, 

LP 

본 보고서에서는 음성, 영상자료의 장기보존 시, 고려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국가기
록원의 장기보존방법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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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매체 장기보존 시 고려사항

매체수명의 한계

음성, 영상매체의 보존을 위한 단기적 방법으로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므
로서 매체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매체의 수명 연장만으로는 
해법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매체 중에서 가장 수명이 길 것으로 예측되는 영화필
름조차도 1-2백년 이상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체를 재생할 수 있는 장비의 소멸 또는 구형화 같은 문제라 할 수 있다.

재생장비(Player)의 소멸

재생(playback) 장비는 영화필름, 오‧비디오테이프 및 광디스크에 수록된 콘텐츠를 
스크린, 모니터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영화필름을 재생하는 영사기(motion 
picture projector)와 오디오 및 비디오테이프를 재생하는 재생장비는 멀지않은 시간
에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고, 광디스크를 재생하는 
광드라이브(optical drive)도 점차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어 조만간 구경하기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형매체에 수록된 모든 음성, 영상자료의 장기보존 시, 가장 큰 
위협은 매체수명보다는 사용가능한 재생장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국가기
록원은 음성, 영상자료의 재생을 위하여 16종 32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예상
치 못한 매체가 수집되는 경우에는 이베이(e-bay)와 같은 사이트를 통해 중고장비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은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종류이다

§ 음성장비 : Reel tape recorder, Audio recorder, LP player, DAT recorder, 
MiniDisc recorder

§ 영상장비 : Telecine, BetaCAM player, Digital VCR, VHS Player, U-matic 
Player, DVCAM player, DVD Player, Multi-format VCR, etc.

디지털 기술의 빠른 변화

음성, 영상자료의 장기보존을 위한 방법으로 디지털 파일로 보관하는 방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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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디지털 기술이 장기보존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었지만, 역설적
으로 끊임없이 빠르게 변하는 기술로 인해 장기보존을 위한 의사결정의 어려움 및 비
용 증가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기술이 음성, 영상자료의 
장기보존을 위하여 최선의 선택은 아니겠지만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차선책이 
될 것이다.

3. 디지털 기반의 장기보존 시 고려사항

할리우드 영화사, 전 세계의 모든 방송국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아카이브 
기관들은 소장자료를 디지털 기반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 세부 기준 제시 등의 준
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한 곳에서도 왜 디지털 기반이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이러한 설명만을 찾을 수 있다.

§ 해결책으로 디지털화가 해답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 미국 NARA [1]
§ 디지털 기술은 이미 영화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  할리우드 영

화관계자 [2]
§ 음성, 영상자료의 독특한 점은 디지털변환이 언제나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는 점이다. 한가지는,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자료에 관계없이 재생(playback)장비 
및 물리적 매체의 노후 및 손상에 대비하여 내용의 보존을 위한 디지털 변환이 
필요하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서고에 보존된 영화필름 또는 테이프가 훼손없이 
잘 보존되어 있더라도 일반적인 접근(access)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변환이 필요하다. - Digital Preservation Coalition [3]

디지털변환 시 품질

디지털 변환 시, 새로운 원본(new master)은 최대한 원본 품질을 유지하여야 하며
(maximum integrity),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여야 한다. 저장공간, 비용 및 시간을 
줄이기 위한 압축(compression)과 같은 품질 축소는 보존(preservation) 대상이라 
할 수 없다. 이러한 개념은 주요 시청각 아카이브 기관인 FIAT-IFTA, IASA, AMIA, 
UNESCO 및 CCAAA에서 정의한 내용이다. [3] 장기보존을 위한 품질은 원본에 준하
는 ‘Maximum integrity’를 갖는 품질이어야 하며, 접근을 보장하는 품질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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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 스토리지 용량, 접속 시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서 Maximum integrity 
란, 호주 필름·사운드 아카이블 설립자인 Dr. Ray Edmondson이 정의한 개념으로 
음성 및 영상의 품질을 최대한 원본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보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파일포맷 선택

복수 포맷정책을 허용하는 기관(NARA, TNA)이 있는 반면, 단일 포맷 정책을 갖는 
시스템(Archivematica)이 있다. 현재로서 누가 맞고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
한 것은 포맷기술은 계속 변하고 있고 바로 직전의 포맷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디지털 아카이빙의 비용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 TV 산업에서 비디오테이프를 채택한 이후, 60가지 이상의 다양한 비디오테이프 
포맷들이 있었고 스캐닝 방식, 신호 인코딩 및 이미지 포맷 방식에서 급격한 발
전이 있어 왔다. 수년간 경쟁 업체들은 더 큰 시장 점유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이
익이 되는 새롭고 우수한 장비들을 개발하면서 ‘포맷 전쟁’을 벌였고 사용자들은 
각각의 여러 포맷들이 갖는 장점들을 다양하게 받아들여 사용할 수 있었다. 

§ 결국 이런 이유로, 현재의 비디오 아카이브는 이제는 한물간 장비에서만 재현되
고 호완성이 없는 수많은 포맷들로 가득 차게 되어서 비디오 아카이브에 있는 자
산에 접근하려면 기존의 데이터 포맷을 새로운 포맷으로 전환해야 하고 그로 인
한 비용손실 역시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2]

기타 위협 요소

§ 디지털 데이터의 생산 증가는 스토리지의 수요 증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스토리
지 비용을 감소시키겠지만, 주기적인 교체비용(5~7년)을 감안하면 스토리지의 비
용은 잠재적인 위협요소가 된다.

§ 경제적 위협 : 디지털 보존 시스템은 장비 유지보수, 주기적 교체, 전문 인력 확
보 등 지속적인 비용 지출을 요구한다. 이를 간과하는 경우 결국 디지털 아카이
브의 기록물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 기술적 위협 : 데이터 무결성 손상, 저장매체 및 기술의 단종, 분산 및 복제, 암
호화 키 손실 등

§ 사용자로부터의 위협 : 해커, 운영자에 의한 오류 및 악의적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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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기록원(NAK)의 장기보존전략

국가기록원(NAK, National Archives of Korea)에서는 음성, 영상자료를 장기보존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있다. 

§ 원본매체의 수명 연장을 위한 보존처리
(conservation)기능 강화

§ 정정원본(master copies) 생성을 위한 고
품질의 보존(preservation) 처리

§ 비용 효율화를 위한 단일 포맷 정책(single 
format-policy) 채택

§ 의사결정(decision-making) 단계 채택

보존처리(conservation action) 강화

§ 물리적 매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 : 포장, 취급, 보관 등
§ 온·습도 환경조건, 먼지, 오염물질, 자기장, 조명, 자외선/적외선 노출 등
§ 원본 복원, 원본 열람 등에 대비한 원본 보호 조치
§ 원본 상태의 변화 및 조치를 위한 지속적인 감시 

고품질의 보존(preservation)

디지털 기반의 보존방법은 원본에 준하는 품질을 확보하는 ‘maximum integrity' 
전략의 채택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에서는 (표2)과 같이 '음성·영상 기록
물의 디지털 변환 기준‘을 만들어, 음성, 영상자료의 디지털 변환 시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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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음성·영상자료의 디지털 변환 기준]

자료유형
1차 디지털변환 2차 디지털변환

항목 값 코덱 파일포맷

영화필름

비디오

Color space YUV

FFV1
Matroska

(.mkv)

Subsampling rate 4:2:2
Resolution(WxH) 1920x1080 이상

Bit depth 24bits 이상
Compression mode Lossless

오디오
Sampling rate 48.0kHz 이상

FLACBit depth 24bits 이상
Compression mode Lossless

아날로그
영상테이

프

비디오

Color space YUV

FFV1
Matroska

(.mkv)

Subsampling rate 4:4:4
Resolution(WxH) 원본속성 참조

Bit depth 24bits 이상
Compression mode Lossless

오디오
Sampling rate 48.0kHz 이상

FLACBit depth 24bits 이상
Compression mode Lossless

디지털
영상테이

프

비디오

Color space 원본속성 참조

FFV1

Matroska
(.mkv)

Subsampling rate 원본속성 참조

Resolution(WxH) 원본속성 참조
Bit depth 원본속성 참조

Compression mode Lossless

오디오
Sampling rate 원본속성 참조

FLACBit depth 원본속성 참조
Compression mode Lossless

아날로그
음성테이프

Sampling rate 48.0kHz 이상
FLAC FLAC

(.flac)Bit depth 24bits 이상
Compression mode Lossless

디지털
음성테이프

Sampling rate 원본속성 참조

FLAC FLAC
(.flac)

Bit depth 원본속성 참조
Bit rate 원본속성 참조

Compression mode Lossless
디지털 

영상파일
비디오 Decoder 원본속성 참조 FFV1 Matroska

(.mkv)오디오 Decoder 원본속성 참조 FLAC

디지털 음성파일 Decoder 원본속성 참조 FLAC FLAC
(.fl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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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속성 참조’는 디지털 변환에 앞서 원본을 생산하는데 적용된 값을 확인해야 한
다는 뜻으로, 테이프 및 필름의 경우 모델명을 참조하여 해당 제조사의 규격을 통해 
그 값을 확인할 수 있다. 

포맷 정책(Format policy)

빠른 기술 변화로 인해, 현 시점의 포맷 및 코덱은 예상보다 빨리 구형화되거나 업
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복수의 포맷을 허용하는 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추후 포맷 변환과 같은 문제에 직면할 확률이 단일 포맷 정책을 사용하는 것보다 크
다고 판단된다. 이럴 경우 재포맷으로 인한 시간 및 비용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가
급적 단일포맷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포맷 및 코덱의 선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 개방형 표준 (open standard)
§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가 된 표준으로 내용이 문서로 공개되어 있어 사용이 자유

롭고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거나, 라이센스가 필요하더라도 합리적이고 비차별
적인 라이센스를 허용하는 표준이어야 한다.

§ 문서화 (well documented)
§ 표준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문서화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개가 되어 있어 개발

자 또는 사용자가 이를 이용하는데 자유로워야 한다.
§ 지원성 (well supported)
§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부가적인 기능을 개발 또는 사용함에 있어 필요 시 추가적

인 기술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 기 타
§ 적용 포맷 및 코덱은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높은 압축율과 고속의 처리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의사 결정 단계

보존정책에는 음성, 영상자료 만이 갖는 기술적 특징과 현실을 감안한 의사결정 단
계가 반드시 필요하며, 의사결정 시 판단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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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보존을 위한 자료의 선별
§ 현재의 보존 포맷 및 코덱의 적정성 여부 
§ 지속적 변화과정에 있는 포맷, 코덱기술의 추적 및 수용 여부
§ 보존포맷 및 활용포맷 정책의 변경 시점
§ 디지털 보존시스템의 확장, 변경, 교체 등의 시기 판단

5. 결 론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음성, 영상자료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에 도움을 줌과 동시
에 비용의 증가와 복잡성을 가져온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방송장비, 응용 소프
트웨어 등의 기술 의존도가 높은 음성, 영상자료의 경우 디지털 보존에 더 많은 비용
이 발생되고 포맷정책의 수정, 보존 시스템의 성능 향상 및 교체 등 어느 분야보다 
시기적절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분야이다. 따라서 음성, 영상자료의 보존은 장비 및 기
술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키비스트가 보존과정에 참여하고 과
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동향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적절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기
술과 정책의 혼합전략을 채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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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시간 내용 비고

9.4.
(월)

10:00-17:35 참가자 입국 인천공항

18:30-22:30 인천-전주 이동 인천→전주

22:30-23:00 호텔 체크인 및 휴식 전주

9.5.
(화)

10:00-12:30

태평양 협력 무형유산 아날로그 시청각자료 디지털화 
워크숍
 ㅇ 개회식

§ 개회사 및 주제발표 허권 센터 사무총장
§ 인사말 미크로네시아연방 야프역사보존연구소장, 피지박물관 

자료수집관리과장
§ 기념사진 촬영 및 휴식

 ㅇ 세션 1. 태평양 무형유산 및 아날로그 자료 현황과 
디지털화 사업 계획

§ 발표 1. 미크로네시아연방 무형유산 및 관계기관 소개
§ 발표 2. 미크로네시아연방 야프역사보존연구소 소장 

무형유산 아날로그 시청각 자료 현황 및 디지털화 
사업 추진 계획

§ 발표 3. 피지 무형유산 및 관계기관 소개
§ 발표 4. 피지박물관 소장 무형유산 아날로그 시청각 

자료 현황 및 디지털화 사업 추진 계획

국립무형
유산원 

국제회의실

12:30-14:00 중식

14:00-17:00

 ㅇ 세션 2. 한국의 아날로그 시청각자료 디지털화 및 
아카이빙 사례

§ 발표 5.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무형유산 자료 
디지털화 지원 사업 소개

§ 발표 6. 국가기록원 무형유산 아날로그 시청각자료 
보존 및 아카이빙 사례

§ 발표 7. 한국영상자료원 한국 고전영상의 디지털 
아카이빙 전략

§ 발표 8. 국립문화재연구소 음성 및 영상자료 디지털화 
및 보존 방법론

 ㅇ 토론 및 질의응답

부록 1

워크숍 및 견학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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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20:00 환영만찬 전주

9.6.
(수)

10:00-12:00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남아시아 협력기관 실무회의
 ㅇ 세션 1. 사업 준비 현황 및 대상자료 검토

§ 디지털화 사업 준비 현황 검토
§ 디지털화 사업 대상자료 검토

국립무형
유산원

세미나실

12:00-13:00 중식

13:00-15:00

 ㅇ 세션 2. 사업 진행 계획 점검 및 활용 방안 논의
§ 디지털화 사업 진행 계획 점검
§ 디지털화 사업 결과물 활용방안 논의
§ 워크숍 결과 및 견학 방향 논의

15:30-17:00
문화유산 현장답사
(전주 한옥마을, 전주 전통문화원)

17:00-18:00 석식

19:00-21:00 전주-서울 이동 전주→서울

21:00-21:30 호텔 체크인 서울

9.7.
(목)

10:00-12:00 한국영상자료원 견학

파주, 일산 
일대

12:00-13:00 중식

13:30-16:00 일산 EBS 견학

18:00-19:00 석식

9.8.
(금)

10:30-11:30 국립민속박물관 견학

서울, 경기도 
일대

11:30-13:30
문화유산 현장답사
(경복궁)

13:30-14:30 중식

15:30-17:00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 견학

18:00-19:00 호텔 체크인 및 석식

9.9.
(토)

06:00-07:30 서울-인천 이동 서울→인천

10:00- 미크로네시아연방 참가자 출국 인천공항

9.10.
(일)

15:00-16:30 서울-인천 이동 서울→인천
19:25- 피지 참가자 출국 

인천공항
20:50- 팔라우 참가자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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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견학기관 안내정보

■ 한국의 무형유산 및 자료관리 관계 기관

1.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상자료원은 우리나라에서 상영된 모든 영화 필름은 물론, 시나리오, 포스터, 스
틸사진, 문헌을 비롯하여 DVD, 온라인 영상물에 이르기까지 영화에 관련된 자료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집하고 보존하여 국민들과 후손에게 물려주는 임무를 가진 기관
이다.

필름의 보존뿐 아니라 오래된 필름을 디지털화하고, 수집자료를 보다 나은 기술적 
환경에서 서비스해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영화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디지털 
시네마아카이빙사업 등을 비롯해 온라인 영상물을 수집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390여 편의 고전영화, 영상도서관에서 3,800편에 가까운 고전영화
와 독립영화를 컴퓨터 검색을 통해 볼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복원사업 개발 
또한 진행하고 있다.

 
방문일정

■ 일 시 : 2017. 9. 07.(목) 10:00-12:00
■ 내 용 : 한국영상자료원 견학 및 관계자 면담 등
■ 웹사이트 : www.koreafil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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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교육방송공사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며 국가의 교육목표를 앞당
긴다는 취지로 1990년 12월 KBS로부터 독립하여 한국교육개발원 부설 교육방송
(EBS)으로 개국하였다. 1997년 1월 한국교육방송원법을 공포하고 3월에 한국교육방
송원을 창립함으로써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인 방송기관이 되었다. 
같은 해 8월 위성교육방송(위성 1·2TV)을 시작하였으며, 2000년 6월 한국교육방송공
사를 창립하였고, 12월부터 인터넷 교육방송을 시작하였다. 2001년 11월 디지털TV 
방송국을 개국한 데 이어 2002년 3월부터 EBS TV와 위성1·2 TV의 후신인 플러스
1·2 채널을 스카이라이프를 통하여 위성방송 서비스를 하기 시작하였다.

 
방문일정

■ 일 시 : 2017. 9. 08.(목) 14:00-16:00
■ 내 용 : 일산 디지털통합사옥 견학 및 관계자 면담 등
■ 웹사이트 : www.e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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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은 1946년 국립민족박물관으로 개관한 이래, 한민족의 전통 생활문
화를 조사, 연구, 수집하고, 이를 다양한 전시와 보고서, 강연회 형태로 공개하여 왔
다. 

문화와 기술의 융합(Culture Technology), 교육과 오락의 융합(Edutainment), 세
계 문화와 지역 문화의 융합(Glocalism), 자연과 박물관의 융합(Eco Museum)이라는 
기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세계와 소통하는 창조적 문화 공간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관람 편의를 위한 주제 중심 전시, 세계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와 협력을 위한 박물관 연결망 구축, 창조적 연구ㆍ전시ㆍ교육을 위한 평생 
학습장 개념의 박물관 구현, 전통 및 근현대 생활문화를 보존ㆍ전승하는 정보센터 구
축 등의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 

 
방문일정

■ 일 시 : 2017. 9. 08.(금), 10:30-11:30
■ 내 용 : 국립민속박물관 견학 
■ 웹사이트 : www.nf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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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기록원 

대한민국 행정부의 공공 기록을 관리하는 중앙 기록물 관리 기관으로, 1969년 8월 
23일 총무처 장관의 소속하에 정부 기록 보존소로 설치되었다가, 2004년 행정자치부 
소속 국가기록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영구 및 준영구 보존 기간으로 책정된 종이 
기록, 간행물, 사진, 마이크로필름, 영사 필름, 녹음 기록, 전자 기록 등의 중요한 국
가 기록을 수집하여 전문적인 시설에서 정리, 보존, 열람, 전시, 디지털 전환 업무를 
수행한다.

이 중 서울기록관은 세계 기록보존 선진시설을 벤치마킹하여 2007년 최첨단 기록
물 보존 시설로 건립되었다. 대한민국의 국무회의록을 비롯하여 수도권·세종·강원 권
역 기록 및 시청각, 행정박물 기록 등 약 680만권의 기록물을 보존하고 있다.

서울기록관은 국가의 중요 기록물을 수집, 등록, 보존, 분류, 기술 및 공개재분류 
등 기록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서고에 안전하게 보존·보호하고 있다. 

 
방문일정

■ 일 시 :2017. 9. 08.(금), 15:30-17:00
■ 내 용 : 국가기록원 견학 및 관계자 면담 등
■ 웹사이트:www.archives.go.kr

 



부  록

215

성     명 소     속 역     할

국외 참가자

Frances L Reg 미크로네시아연방 야프역사보존연구소장 1세션 발표 및 업무협의, 
2세션 좌장

Sebastian G. F. 
Tamagken 미크로네시아연방 미디어관리본부장 1세션 발표 및 업무협의

Ratu Jone Naucabalavu 
Balenaivalu 피지박물관 자료수집관리과장 상동

Jeremaia Vakacegu 
Veisa 피지박물관 자료수집관리과 담당관 상동 

Lynda Dee Tellames 팔라우 문화역사보존국 역사담당관 옵저버

국내 발표자

김  상  국 국가기록원 기록보존복원센터 전산사무관 2세션 발표

김  봉  영 한국영상자료원 경영기획부장 2세션 발표

송  민  선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2세션 발표

전문기관 견학

김  세  연 한국영상자료원 경영기획부 주무관 견학 안내

박  치  대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제작기획부 차장 견학 안내

신  선  례 국립민속박물관 섭외교육과 주무관 견학 안내 

정  다  운 국가기록원 보존서비스과 주무관 견학 안내

부록 3

참가자 명단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태평양 협력 무형유산 아날로그 시청각자료 디지털화 워크숍

216

아태센터

허      권 사무총장 개회사 및 주제발표

박  성  용 정책사업본부장 1세션 좌장

최  선  복 연구정보팀장 2세션 발표, 사업 총괄 

박  상  묵 연구정보팀원 사업 담당

박  필  영 연구정보팀원 사업 지원

김  두  힘 연구정보팀원 사업 지원

서  진  영 연구정보팀원 사업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