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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Remarks
Convergence,
New Opportunities
for Heritage Protection

D

igital documentation, heritage safeguarding, and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are important keywords
of this international seminar, “Protecting the Past for the Future: Digital Documentation as One of the
Imperative Tools for Safeguarding of Cultural Heritage.”
The seminar was significant in that a world-class expert organization such as ICOMOS, a leading educational
institution such as KAIST, and ICHCAP joined together to find interconnections among different fields of
thought. I think that this is a significant and timely opportunity to see how the perspective of each area transforms,
grows, and becomes viably comprehensive through collaborative exchange of approaches and solutions.
The seminar introduced the role of social network service (SNS), specifically the use of Facebook in Nepal, in
protec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NS is generally built upon weak ties, and these weak ties serve essentially
much more important roles than we could expect. If only people with the same thoughts in specific areas, such
as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were involved in pursuing agendas for humanity, it would be far too difficult to
come up with new and better ideas. This can lead to group thinking, which in turn might strengthen conventional
thinking and engender creative strategies. On the other hand, weak ties between people in various fields enable
us to exercise collective intelligence through open partnership, forward thinking, and collective vision.
Information-sharing and networking are the main functions of ICHCAP. Contributing to safeguarding ICH
through knowledge dissemination and building networks are both our tasks and mission. The opinions and ideas
we shared in the seminar will spread throughout ICHCAP’s network. We hope that we will continue to share
common goals with other sectors and continue meaningful collaborative work with each other.

Keum Gi Hyung
Director-General of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ICHCAP)
Keum Gi Hyung is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ICHCAP). Before his appointment
at ICHCAP, he has served as Director for the Korean Cultural Center in Vietnam for ten years, and worked as
Cultural Specialist at the UNESCO Bangkok Office. He has also directed the Public Relation and Tourism Policy
Bureaus at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Republic of Korea. Since joining ICHCAP in 2019, he has
been working to create an ICH knowledge-sharing platform among Member States in the Asia-Pacific region,
emphasizing the value of decentralization, openness, and inclusive acce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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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융합, 유산 보호의 새로운 기회

디지털화, 보호(safeguarding)와 보존(preservation), 유무형을 포함한 유산은 이번 ‘미래를 향한 과거 –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필수 도구로서 디지털 기록화’ 세미나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세미나는 분야 간 벽을 허물고, 서로 융합하는 데에 세계적 전문가 조직인 이코모스, 교육기관 카이스트,
그리고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가 힘을 합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각자의 영역 안에서 지니고
있던 시각이, 다른 영역과 다른 생각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해 가는지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네팔에서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무형유산 보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소개됩니다. SNS는 일반적으로 느슨한 연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느슨한 연결’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 등 특정 분야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관여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 어렵고, 비슷한 의견만 순환하게 됩니다. 이는 집단적 사고로 귀결되어 자칫
올바르지 못한 생각이 강화되는 결과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다양한 분야에 몸담고 있는 이들 간의
느슨한 관계는 열린 시각과 사고를 통해 우리가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핵심 기능은 정보 공유와 네트워킹입니다. 즉, 정보·지식의 공유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무형유산 보호에 기여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자 미션입니다. 이 세미나에서 우리가 나눈
의견과 아이디어는 센터의 네트워크를 타고 세계적으로 퍼져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분야 간 벽을 넘어 서로 유의미한 협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금기형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금기형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으로 근무 중이다. 센터는 무형유산의 보호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유네스코 2003년 협약을 바탕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 48개 유네스코 회원국 간 무형유산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이다. 금기형은 센터에 합류하기 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 홍보정책국장 등을 역임하였고,
유네스코방콕사무소 문화관광전문가, 주베트남 한국문화원장,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경기본부장 등을 맡은 바 있다.
그는 2019년 센터에 합류한 이래 분산, 개방, 공유의 가치를 중심으로 아태지역 유네스코 회원기관 간 무형유산 정보공유
플랫폼을 만들어 가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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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atulatory Remarks

D

istinguished Guests, Colleagues, and Friends, My name is Suk Young Han, and I am Vice President of
ICOMOS-Korea as well as a Board Member of ICOMOS International.

It is my honor to deliver the opening speech here today and, on behalf of ICOMOS-Korea, I would like to
extend a wholehearted welcome to all of the participants from home and abroad attending this international
seminar, entitled, “Protecting the Past for the Future: Digital Documentation as One of the Imperative Tools
for Safeguarding of Cultural Heritage.” This seminar is a post programme of the 6th ICOMOS CIPA Summer
School held in Gyeongju.
During the 43rd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held in Baku, Azerbaijan, just two weeks ago, the
Committee inscribed a total of 29 new sites on the World Heritage List. On the other hand, during the State
of Conservation session, there was a big discussion on World Heritage in Danger. The Committee approved
the removal of two sites from the List of World Heritage in Danger, namely Humberstone and Santa Laura
Saltpeter Works in Chile, and Birthplace of Jesus: the Church of the Nativity and Pilgrimage Route, Bethlehem
in Palestine. One property has been added to the List of World Heritage in Danger, that is, the Islands and
Protected Areas of the Gulf of California in Mexico.
As well as inscribing them on the World Heritage List, actually conserving World Heritage Sites is significantly
important. I think digital documentation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tools for conserving the world’s heritage.
Needless to say, this applies to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Today's seminar, featuring renowned experts in the field of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will not only be an
occasion to share the experiences of digital documentation for the conservation and protection of heritage, but
will also pave the way for enhancing the capacity building for conserving and safeguarding of heritage.
I would like to bring my remarks to a close by expressing once again my sincere wish that this seminar will
serve as a valuable opportunity to explore ways of forging strong bonds of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digital
documentation. And with that, I would like to wish you a most pleasant and rewarding stay. Thank you.

Suk Young Han
Vice-President of ICOMOS Korea
Board Member of ICOMOS International
Professor, Dean, School of Hotel and Tourism Management, Sejong Cyber University
Suk Young Han is the dean of the School of Hotel and Tourism Management at Sejong Cyber University, and
currently serves as a Board Member of ICOMOS International and a voting member of ICOMOS ICTC (International
Committee on Cultural Tourism). Also, she is a vice-president of ICOMOS Korea and an advisor for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sub-com: Heritage Preservation) under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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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내외 귀빈 그리고 동료 여러분,
저는 이코모스 한국위원회의 부위원장이자 이코모스 이사회의 이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개회사를 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지난번 경주에서 열렸던 제6차 ICOMOS CIPA
여름학교의 후속프로그램으로 개최되는 이번 국제세미나 “미래를 위한 과거의 보호: 문화유산보호의
중요한 방법으로서 디지털 기록화”에 참석해주신 국내외 모든 참가자께 이코모스 한국위원회를 대신해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2주 전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에서 개최되었던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29개의 유산이 새롭게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다른 한편 보존 현황(State of Conservation, SOC) 세션에서는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에 관한 중요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칠레의 ‘험버스톤과 산타 라우라 초석공장유적’
과 팔레스타인의 ‘예수 탄생지: 베들레헴의 예수탄생교회와 순례길’을 위험에 처한 유산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1개의 유산이 위험에 처한 유산 목록에 추가되었는데 바로 멕시코의 ‘캘리포니아만의
섬과 보호지역’입니다.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유산을 보호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디지털
기록화가 세계유산, 즉 유형 유산과 무형 유산을 보호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고 강력한 수단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유형 유산과 무형 유산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 여러분이 참석하신 오늘 이 세미나가 유산의 보존과 보호를
위한 디지털 기록화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뿐만 아니라 유산 보호와 보존을 위한 역량 강화의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디지털 기록화 분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제 말씀을 이만 줄일까 합니다. 머무시는 동안 즐겁고 보람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숙영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부위원장
이코모스 인터내셔널 이사
세종사이버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 학부장
한숙영은 세종사이버대학교 호텔경영학부 학부장 및 교수로 재직중이며, 현재 이코모스 인터내셔널 이사 및 이코모스
국제문화관광학술위원회 보팅위원(voting member)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이코모스 한국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있으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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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rief note from the
editor
International Seminar New Opportunities
and Windows
for Safeguarding
of Cultural Heritage:
Digital Technologies
in Documentation

T

his booklet has been prepared to share the outcomes of the international seminar “Protecting the Past
for the Future: Digital Documentation as an Imperative Tool for Safeguarding Cultural Heritage,” which
was held on July 20, 2019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n Seoul. The seminar was a post-program to the
6th ICOMOS CIPA Summer School, held in Gyeongju from July 14 to 19, and was jointly organized by the
Digital Heritage Lab in the Graduate School of Cultural Technology at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as well as with the close cooperation of ICOMOS CIPA
Heritage Documentation.
The seminar discussed the key concepts and critical roles of digital documentation technologies in the field of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fforts to safeguard cultural heritage,
as described in Chapters I and II. For this purpose, eight international experts were invited to deliver lectures
around the following topics:
• Innovative applications of digital technologies in the visualization and archiving of intangible heritage.
• Documentation methodologies and best practices in relation to advanced digital technologies for preserving
tangible cultural heritage, including 3D-laser scanning, photogrammetry, and others.
• International efforts in digital heritage documentation, notably the role of ICOMOS CIPA Heritage
Documentation and their conservation activities.
• Principles of digital heritage documentation and the associated crucial issue of standardization.
The seminar also aimed to highlight Korea’s on-going efforts, particularly in three-dimensional document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various digital cultural heritage data platforms for conservation, being l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Chapter III, this booklet draws greater attention to current and future needs in digital
documentation, thereby contributing to the mobilization of relevant academic and governmental support and
interest in the role of digital documentation for safeguarding cultural heritage at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In this regard, a national expert and a representative from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were invited to talk around the following topics:

Hyeseung Shim

•
Current practices in digital heritage documentation and the development of relevant policies
in Korea, including a brief introduction to the flagship project “Seoul City Wall Time Machine.”
• National guidelines concerning archival standardization of digital heritage documentation.

ICOMOS Korea
Graduate School of Culture Technology in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As these outcomes were the result of a one-day seminar, they broadly cover the areas of digital heritage
technologies and documentation but cannot examine the full range of issues in depth.

Hyeseung Shim works as a researcher at the Digital Heritage Lab, and is a PhD candidate in the Graduate
School of Culture Technology, KAIST. Her research interests centre on the intersection of digital technologies
and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including 3D digital documentation. Before joining
KAIST, with over a decade of professional experience at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he specialized in project management for the conservation and rehabilitation of World Heritage
properties in Asia. She serves as a technical advisor for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sub-com: World
Heritage) under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and a voting member of ICOMOS ICLAFI and an expert
member of ICOMOS ICTC.

Despite its limitations, this booklet has been conceived as a first attempt to respond to the significant academic
and public interest of Korea in the potential safeguarding applications of digital technologies in documenting
cultural heritage. In addition, it provides participants with a better understanding of current international
practices in the field of digital cultural documentation, as well as contributes to establishing a network of heritage
professionals dedicated to information exchange and training.
Last but not least, special thanks are extended once again to all authors of this booklet for their invaluable
contributions. For their inestimable cooperation, much appreciation is also given to ICOMOS CIPA Heritage
Documentation, ICOMOS International Committee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ICH),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ICOMOS Korea, and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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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기획 노트
국제세미나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새로운
기회와 도전 :
기록화 영역의 디지털 기술

본 책자는 2019년 7월 20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미래를 향한 과거-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필수
도구로서 디지털 기록화’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세미나의 결과 공유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동
국제세미나는 앞서 7월 14일~19일 경주에서 개최된 제6차 이코모스 CIPA 서머스쿨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이코모스 CIPA 헤리티지 다큐멘테이션 (Heritage Documentation) 국제학술위원회와 협력하여
한국과학기술원 문화기술대학원 디지털헤리티지랩 (Digital Heritage Lab)과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가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본 책자 제1장 및 제 2장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금번 세미나에서 유 · 무형 유산 보존을 위한
디지털 기록화 기술의 주요 역할과 쟁점을 포함하여, 디지털 기록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및 활동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8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무형유산의 시각화 및 기록화 작업에서의 디지털 기술의 혁신적 활용
• 유형 문화 유산 보존을 위한 3차원 레이저 스캐닝, 사진측량 및 기타 기술을 포함한 첨단 디지털 기술의
기록화 방법론과 모범 사례
• CIPA 헤리티지 다큐멘테이션의 역할 및 보존 활동을 통한 유산의 디지털 기록화 분야의 국제적 노력
• 유산의 디지털 기록화 원칙, 표준화에 대한 주요 이슈
또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국가 주도의 3차원 기록화 사업 및 다양한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 설립 활동에
대해 소개하면서, 유 · 무형 유산의 보존을 위한 우리나라의 디지털 기록화 분야에서의 노력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본 책자 제3장에서 디지털 기록화의 현황과 미래 전망에 대해 자세히 다룸으로써 국가적,
국제적 수준의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서는 디지털 기록화 분야에 대한 학계 및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전문가와 문화재청 관계자는 다음과 주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을 주도하였습니다.
• 문화재청의 플래그십 프로젝트인 ‘서울 한양도성 타임머신’을 포함한 한국 내 유산 디지털 기록화
현황 및 관련 정책 개발 소개
• 문화유산의 디지털 기록화 작업을 위한 아카이빙 표준화 국가 가이드라인

심혜승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한국과학기술원 문화기술대학원

심혜승은 한국과학기술원 문화기술대학원 디지털헤리티지햅 연구원으로 동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다. 주요 연구
관심분야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문화유산의 해석과 설명 방법, 문화유산의 3차원 기록화 등이다. 동 대학원 합류 전에,
10여년 이상 유네스코 본부 세계유산센터 및 국제적인 문화보존 관련 전문 기구 근무를 역임하였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세계유산 보존 및 복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보유하였다. 현재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문화재전문위원, 이코모스 국제법행정재정학술위원회 보팅위원(Voting member) 및 이코모스 국제문화관광학술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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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유산과 관련된 기술 및 기록화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들을 다룰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나, 시간적 제약 상 해당 분야의 모든 이슈들을 깊이 있게 다룰 수 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책자가 담고 있는 국제세미나의 결과물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기록화에 있어
디지털 기술의 잠재적인 역할에 대한 한국 내 높아진 학계 및 대중의 관심을 인지하고, 처음으로 그러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산 전문가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동 세미나 참가자들로 하여금 문화유산의 디지털 기록화 관련 국제
사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통해서 본 책자의 출간을 위해 크게 기여해주신 모든 저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코모스 CIPA 헤리티지 도큐멘테이션 국제학술위원회, 이코모스 무형문화유산
국제학술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문화재청,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및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무한한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Protecting the past for the future :
Digital Documentation as an Imperative Tool for Safeguarding Cultural Heritage

23

I
Archiving and
Visualiz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Current Issues
and Progress
무형유산 아카이빙과 시각화 - 당면과제 및 현황

Community-based
Inventories of ICH
“Ecosystems” Using
Photovoice and Arches

Introduction

I

nventories are a fundamental tool for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In its “Guidance Note
for Inventorying ICH,” UNESCO reiterates the importance of community participation in the inventorying
process. In other words, ICH inventories must go beyond mere documentation of specific elements by experts
and instead enable a collaborative process whereby the information gathered assists with keeping the ICH
meaningful and viable for associated communities.
Digital media offers exciting opportunities for engaging communities in ICH inventory processes, as well as
in modeling information in ways that help heritage professionals, advocates, and practitioners gain a more
nuanced view of an element’s viability. In this paper I present two digital tools, Photovoice and Arches, that can
assist community-based inventories to identify and document the complex cultural “ecosystem” that ICH lives
through.
Inventorying Values Through Photovoice
I turn first to Photovoice and its utility for enabling community members to identify ICH of significance to
them, and, more importantly, its efficacy in eliciting related cultural values—not merely describing the element’s
outward characteristics.
Since ICH is understood as living heritage, its definition, form, and continual renewal are necessarily mediated
by living communities. As the Nara Document on Authenticity reminds us, “Con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in all its forms and historical periods is rooted in the values attributed to the heritage” (Larsen, 1995, p. xxii).
These values are culturally-specific and must be “considered…within the cultural contexts to which they belong”
(Larsen, 1995, p. xxiii). Thus, ICH inventory methods must be participatory, granting authority not only to the
worldviews of experts, but also to the worldviews of practitioners and associated community members.

Angela M. Labrador
ICOMOS ICICH
Managing Partner, Coherit Associates
Angela M. Labrador, Ph.D., is an anthropologist, educator, and expert member of the ICOMOS International
Committee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he has worked as a consultant to UNESCO, helping to develop an
online “Clearinghouse on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Formal and Non-formal Education.” She
is a managing partner of the consulting firm, Coherit Associates, where she develops digital tools and teaches
workshops in community-based techniques for safeguarding cultural heritage around the world. She has worked
for over 20 years as an information architect and specializes in cultural data management, standards, and access.

Of course, this may be easier said than done. Well-intentioned heritage professionals who engage communities
in inventory projects may be surprised to find themselves combatting the entrenched beliefs and practices that
Smith (2006, p.4) has termed the “Authorized Heritage Discourse” and that González (2019, p.34) has more
forcefully critiqued as the “Heritage Machine.” For better or worse, we as heritage experts are commonly seen as
authority figures. And when authority figures ask questions, people assume there is a right or wrong answer. They
will tend to offer what they think the authority figure will consider the right answer, a well-documented problem
known in social science research as “participant bias.” For ICH inventories, this may result in participants
under-reporting elements as well as attendant cultural values and practices that are of great importance to them
simply because such things have not been historically legitimated through the authorized heritage discourse.
And yet, these personal perspectives and values are the very things that need to be shared if ICH inventories are
to assist with safeguarding.
Photovoice is an excellent tool for addressing this problem so that the participants’ worldview is truly validated,
giving the community member the self-assurance that her or his perception of the ICH elements are both valid
and essential for their safeguarding.
Photovoice is a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method developed in the early 1990s in the field of public health
(Gubrium & Harper, 2013; Hergenrather et al., 2009; Wang, 1999). Informed by Freire’s critical pedagogy
and the power of documentary photography, Photovoice places cameras in participants’ hands. The cameras
become powerful lenses through which participants document and communicate their lived reality, collective
concerns, and shared assets. It was originally conducted with disposable film cameras, but the prevalen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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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cameras and smartphones today has made Photovoice even more accessible to implement.
When used as a method for inventorying heritage, Photovoice enables community members to self-document
ICH while eliciting associated values and identifying related resources. It follows a three-step process, the first
of which involves participants taking photos in response to provocative prompts provided by the research team.
After taking photographs that express their own responses to the prompt, the participants then share their
photos in a guided discussion group, giving voice to their often divergent understandings and leading to a group
dialogue that reveals the often unspoken values of the community. Finally, the resulting photos are disseminated
in ways that further legitimate the community’s findings (such as an online website or museum exhibition). This
dissemination step communicates the community’s values to policymakers in order to support official actions
that facilitate ICH safeguarding.
Because the Photovoice images become cues for critical reflection in facilitated discussion groups, ICH
inventory projects can move beyond a static, object-focused inventory. They can create a process for discussing
community heritage values, and center the process of ICH renewal and re-recreation in terms defined by the
community itself (Labrador 2013; Bortolotto 2007).
What follows is an example of the way Photovoice can be applied, based on a recent project that I helped
coordinate in the Caribbean country of Grenada. We used Photovoice to elicit local heritage values as part of a
larger sustainable heritage tourism project of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In Grenada, I trained four
local facilitators who then assembled five Photovoice teams. Each team had five volunteer participants of varying
ages. The teams each met six times over the course of three months in local community centers, which we had
provided with smart TVs to display their digital photos.
We worked with the local facilitators to define a series of six prompts, outlined below, which would elicit relevant
information about local heritage values—not to document heritage elements, but to encourage creative thinking
in the participants’ responses.
1) “That’s We Culture”: when you think of the cultural heritage of your country or community, what always
comes to mind? What has been passed on by previous generations?
2) The Only Things Tourists See
3) The Things Tourists Never See
4) This is not the Grenada I Once Knew
5) Lost & Found: sometimes cultural heritage disappears and is revived again. Think about special practices,
traditions, places, ways of life or things that once seemed lost and are being celebrated or reinterpreted again.
6) Grenada’s Future: if your camera lens was a crystal ball with a view into the future, what would it see?
During the first meeting, the facilitators introduced the project, obtained the participants’ informed consent,
explained the ethics of documentary photography, and assigned the first prompt. Participants then had 1-2 weeks
to take their photographs on their own time. When the groups met again, each participant would present two
of their photographs to the group. For each photograph, the facilitators asked the following series of questions:
1) What do you see here? (addressed to the whole group)
2) What is the photograph’s title? (addressed to the photographer)
3) Why did you take this photo? (addressed to the photographer)
4) What is really happening here? (addressed to whole group – alternatively, what does this photograph
re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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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provided the facilitators with a form that they could use to record the participants’ discussions, which were
later analyzed. The participants contributed 202 digital photos with accompanying discussion notes. These data
documented a range of ICH and cultural values that participants felt had been hidden or undervalued by tourists
and locals. For instance, photographs of drum making, boat building, and jewelry making in three different
communities generated a lot of discussion regarding the technical skill and business savvy that artisans have
transmitted through generations. In our analysis, we found that these skills were highly correlated with the
cultural value of resourcefulness, a value that community members agreed was ignored by tourists and even
undervalued by many locals who prefer foreign goods. A photo of a tree, that to me, an outsider, looked quite
beautiful, elicited much different responses from local community members who noted the amount of fruit
that had fallen on the ground, going to waste—an alarming sign that the central value of resourcefulness was
endangered.
During the Photovoice process, participants took control of the discourse, beginning somewhat tentatively with
the first prompt which was meant to confront the participatory bias head on—something I like to call “exorcising”
the authorized heritage discourse. As the process continued, participants gained confidence in creatively
interpreting the prompts through their cameras and giving voice to their cultural values in their own terms and
not that of the expert. The magic of Photovoice is the activation of a creative, collective energy. The photos are
powerful prompts, eliciting information that is hard to uncover through more direct, documentary methods.
For instance, an image of a hive of bees photographed by a young participant elicited group discussion of the
spirit of a local communal festival and the values at the center of its practice. These discussions help to illuminate
sometimes hidden ICH practices, under-represented cultural values, and even the subjective boundaries of what
communities deem authentic. In the case of Photovoice, the digital camera, ubiquitous in today’s world, becomes
a tool of community empowerment, documenting and giving life to participants’ perceptions and heritage values.
Inventorying Viability Through Arches
I now turn to the digital tool of Arches, an open source, web-based GIS data management system developed by
the Getty Institute and World Monuments Fund. While its original focus is on built heritage, I propose that the
latest version of Arches (version 4) is readily adaptable to inventorying ICH.
In addition to documenting cultural values, inventories need to document the viability of ICH elements,
including “threats to enactment… [and] transmission, availability of associated tangible elements and resources,
viability of associated intangible elements, [and any] safeguarding measures in place” (UNESCO, n.d., para.
27). For instance, artisans rely upon more than their knowledge to practice their craft; they also need access to
raw materials, tools, markets, and more. In their investigation into the threats facing handcraft production in
the Caribbean region of Colombia, the research team (Pacheco, Barrero, and Gómez Vásquez 2013; Pacheco,
Gómez Vásquez, and Tapias 2007) outlined an interconnected network of 9 variables and 27 dimensions that
should be considered when documenting the viability of an ICH element.
Akin to the complex dynamics of an ecosystem, ICH elements are 1) affected by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2) subject to periodic disturbances due to changes, and 3) often experience feedback loops as practitioners
adapt to changing cultural, socio-economic, technologic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Perhaps the most
pernicious of all are the documented threats that ICH safeguarding itself may foster when one factor is given more
emphasis than others. For example, as an economic market increases for their crafts, artisans may become more
productive, potentially over-exploiting natural resources (Pacheco, Barrero, and Gómez Vásquez 2013). In a
recent volume entitled, UNESCO on the Ground: Local Perspectives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ster
and Gilman 2015), six case studies are presented from across the world in which safeguarding inter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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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ed the equilibrium of the pre-existing ICH ecosystem in unexpected, and often negative, ways.
Some scholars have concluded that such complexity entails a more hands-off approach to inventorying, and that
inventorying itself is too problematic to do justice to the reality of ICH. However, the complexity of ecosystems
hasn’t prevented environmental scientists from working with communities to document and model specific
watersheds, wetlands, forests, or fisheries to inform management decisions. The same approach can be taken
with ICH; the inventorying process is not meant to document a perfect simulacrum of the ICH element, but to
set in motion an ongoing and pragmatic planning and management process that assists communities and experts
to make informed decisions to strengthen viability and transmission.
In these cases, such an inventory requires a complex data model that supports the documentation of the elements
as well as their relationship to other things, such as material culture, people, places, and knowledge—each of
which can be broken down further, e.g. knowledge-bearers, apprentices, practitioners, suppliers, customers
or audiences, gatekeepers, etc. Because ICH inventories are to be more focused on process than product, their
interfaces should enable both information retrieval as well as continual updating. Some ICH-related information
may be privy to customary rules regarding who may access the information, so the inventory system needs to
support granular permissions to respect such practices. Furthermore, the inventory system must be able to
support the culturally-contextualized data attendant to ICH, such as local vocabulary and place names. The
digital tool of Arches can serve all these needs and perhaps more.
Arches is an open source database management system co-developed by the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and
World Monuments Fund to support international best practices in heritage management and information
management. The software is available for anyone to freely download and customize for their own purposes.
Arches is web-based, meaning it is installed on a web server. Users access the system through the internet
browser on their computer, tablet, or phone. This means that users don’t have to install special software to access
the system. Being online means that public access to the database is the default state, but a permissions system
allows administrators to define specific rules for each entity and attribute in the database to support customary
access restrictions. Furthermore, Arches is a geo-spatial database, supporting the storage, retrieval, and display
of geographic data. Thus, it serves as a GIS, again, without requiring special software.
Individual instances of Arches may implement their own vocabulary and authority tables through an internal
thesaurus manager that enables data validation while supporting multilingual contexts and synonymous terms.
This means that specific groups of users who may use different terms to refer to the same thing can still search
and access data while using their preferred terminology. For instance, professional jargon and local vernacular
can happily co-exist within the database.
Finally, and perhaps most importantly, the Arches data model is extremely adaptable while still maintaining high
standards. Arches implements the Conceptual Reference Model developed by the International Committee
for Docu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CIDOC CRM), which became an international
standard for describing cultural heritage metadata in 2006.
As already discussed, heritage data are culturally and historically specific and thus quite variable. Yet CIDOC CRM
does not attempt to define the specifics or impose universal definitions, but rather describes the ontology or core
concepts of cultural heritage information. Following the ideals of the semantic web, CIDOC CRM aims to enable
data managers to share data across heterogeneous sources by using a common language to describe their data
(ICOM/CIDOC Documentation Standards Group 2018). As heritage management is increasingly be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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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multidisciplinary and dovetailing with fields such as urban planning,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disaster and risk preparedness, data sharing and interoperability becomes progressively important.
The CIDOC model is comprised of 89 entities and 151 properties. Entities can be thought of as the core nouns
of the heritage world and are organized in relative hierarchies of classes. For instance, Entity 39 is “Actor”
which includes the subclasses of E21 Person (an individual) and E74 Group (a collective). Properties can be
thought of as the relationships between entities (or even other relationships). For instance, a person can belong
to a group. In fact, many people may belong to many different groups. Arches supports the representation of
these myriad relationships using a graph database, which is best suited for highly-connected data and complex
queries. In fact, Arches offers a graphical user interface for exploring connections to neighboring data—helping
users to uncover pathways between seemingly disparate data.
Arches offers an example information model that caters to managing built heritage data by track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following six major entities: historic resources, historic districts, historic events,
information resources, actors, and activities. However, the most recent version of Arches presents a relatively
user-friendly graphical interface for modifying the example model or building one from scratch using the CIDOC
CRM. This enables Arches to be adapted to more holistic applications that can better support ICH inventories
on their own, as well as systems that don’t rely upon the problematic binary between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Several recent experiments have demonstrated the potential of CIDOC CRM and Arches to support ICH
inventories. One example focuses on the vernacular architectural form of gypsum ceilings in the Piedmont
region of Italy (Noardo and Spanò 2015). In this study, the researchers successfully modeled their heritage
data using CIDOC CRM to include not only the tangible assets of the ceilings, but also information related to
two separate crafts and the decorative archetypes expressed through their work. When viewing their data in a
GIS application, the researchers were able to identify patterns in the spatial distribution of intangible values,
craftspeople, and their wares that they had not been aware of previously, thus revealing the full complexity of the
“cultural ecosystem” of which ICH is a part.
Another example can be found in a project carried out by Lee, who used Arches to document the Pokfulam
Fire Dragon Dance on Hong Kong Island (2016). Her inventory documents the complex interrelationships
between the festival, the traditional craftsmanship of the fire dragon, the specific points of worship along the
route of the dragon dance, the crafting workshop used by the artisans, the associative cultural landscape that
gives further meaning to the dance, the historic village that is the site of the festival, the current craftsman of the
fire dragon, and the current trainer of the dancers. She made several recommendations of how to alter Arches’
information model and user interface to better support inventorying ICH such as communal festivals. Most of
her recommendations are readily implemented in the current version of Arches except for one, the animated
display of movement patterns such as the pathways of parades, festivals, and dances.
In my own experiments with using Arches to document folklore surrounding a number of historic sites across
the United States, I have found that the public interface of Arches offers an accessible and intuitive platform
that invites data exploration across all devices. Because one can completely customize not only its data model
but also its interface, Arches is excellent for public interpretation and education. I was able to design a site that
served our audience, conveying a sense of place, mystery, and discovery that resonated with our users. And
with a mobile crowd-sourcing app recently released, Arches’ ability to serve both community-based inventory
management and public interpretation will continue to increase. In fact, Arches can help us to achieve the goals
of the 2003 ICH Convention and 2008 ICOMOS Charter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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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tage Sites by ultimately merging management with education.
As Arches continues to grow, so does its open source community of users/developers. Any one of us could begin
working on Lee’s recommendation to add a way of animating festival routes in Arches. And Arches’ software
license requires that any such improvements to its source code be shared back with the community—benefitting
us all. We no longer have to work in isolation reinventing the wheel, we can now find a community of practice
committed to developing a heritage data management system that serves our evolving needs.
Conclusion
Together, Photovoice and Arches strengthen safeguarding efforts by enriching ICH inventories with selfreported, emic data about intangible values while providing a technical framework for mapping and monitoring
the health of the complex ICH “ecosystem.” These two digital methods can assist the process of ICH inventorying
in new ways, gaining a more nuanced view of the elements’ viability and values at the heart of its transmission.
As UNESCO has reminded us, ICH inventories are to ultimately serve the purpose of safeguarding. To be
effective, such inventories need to document elements as well as their cultural values and complex networks
of social, economic, and ecological relations that enable their transmission. To conclude, there are great new
possibilities of utilizing community-based digital tools for the fulfillment of that aim. Thus, I am confident that
Photovoice and Arches should be added to the toolkit of every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the ongoing process
of community-based inventorying—one of the most fundamental measures for safeguarding the viability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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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보이스(Photovoice)와
아치즈(Arches)를 활용한
무형문화유산 “생태계”의
공동체 기반 목록

서론
목록화는 무형문화유산(이하 ICH)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도구다. 유네스코는 “ICH 목록화 지침서”에서
목록화 과정에 공동체 참여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즉, ICH 목록은 전문가에 의한 특정 종목의
단순한 기록을 넘어, 수집된 정보가 ICH를 관련 공동체에 의미 있고 생명력 있는 상태로 유지하도록 돕는
125 협력 과정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디지털 미디어는 유산 전문가, 옹호자 및 연행자들이 종목의 생명력에 대해 좀 더 미묘한 차이가 있는 관점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ICH 목록화 과정과 정보 모델링에 공동체를 참여시킬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디지털 도구인 포토보이스(Photovoice)와 아치스(Arches)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ICH가 살아가는 복잡한 문화 “생태계”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공동체 기반의 목록
작성을 지원할 수 있다.
포토보이스를 통한 가치의 목록화
나는 무엇보다 포토보이스와 그 유용성에 주목한다. 이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들에게 중요한 ICH를
확인하고,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종목의 외적인 특성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문화적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다.
ICH는 살아있는 유산이므로 그것의 정의, 형태 및 지속적인 변화는 반드시 ‘살아있는’ 공동체의 영향을
받는다. 진정성에 대해 규정한 나라 문서(Nara Document)가 일깨워주듯이 “모든 형식와 역사적 시기의
문화유산 보존은 그 유산에 속하는 가치에 뿌리내리고 있다”(라르센 1995년). 이러한 가치는 문화적으로
특정한 것이며, “그들이 속한 문화적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한다”(Larsen 1995). 따라서 ICH 목록화
방법은 참여적이어야 하며, 전문가의 세계관뿐만 아니라 연행자와 관련 공동체 구성원의 세계관에도 권위를
부여해야 한다.

안젤라 M. 라브라도
이코모스 ICICH
Coherit Associates 이사

안젤라 래브라도 박사는 인류학자이자 교육자로, 이코모스 국제무형문화유산학술위원회(ICOMOS ICICH)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네스코 본부에서 컨설턴트로 근무하며‘형식∙비형식 교육에서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온라인 클리어링
하우스’개발에 기여하였으며 Coherit Associates의 매니징 파트너로서 전 세계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기반 기술과
관련된 디지털 도구를 개발하고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다. 정보설계자로 20여년 이상 활동하였으며 문화데이터의 관리, 표준,
접근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물론 이는 말하기는 쉬워도 행하기는 어렵다. 목록화 사업에 공동체를 참여시키려는 선의를 가진 유산
전문가들은 스미스가 “공인화된 유산 담론”이라고 하고(2006), 곤잘레스가 “유산 기계”라고 더 강력하게
비판한 견고한 믿음과 관행에 맞서 싸우는 스스로를 발견하고 놀랄지도 모른다. 좋든 나쁘든, 우리 유산
전문가들은 대개 권위적인 인물로 여겨진다. 그리고 권위자가 질문을 하면, 사람들은 정답과 오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권위자가 정답이라고 여길 것으로 생각하는 대답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참여자의
편견”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회과학 연구에서 여러 관련 증거로 뒷받침되고 있다. ICH 목록의 경우, 단지
역사적으로 공인된 유산 담론을 통해 정당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여자들이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종목과
그에 수반되는 문화적 가치와 관습을 축소해서 보고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CH
목록이 보호에 도움이 된다면 여전히 이러한 개인적인 견해와 가치는 꼭 공유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포토보이스는 참가자의 세계관이 엄밀히 검증되어 ICH 종목에 대한 자신의 인식이 유효하고 유산 보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자기 확신을 공동체 구성원에게 줄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는 훌륭한 도구다.
포토보이스는 1990년대 초 공공보건 분야에서 개발된 참여적 행동 연구 방법이다. 프레어(Freire)의
비판적 교육학과 다큐멘터리 사진의 영향력에 의해 알려진 포토보이스로 인해 참여자들의 손에 카메라가
들려졌다. 카메라는 참가자들이 그들의 생생한 현실, 공동의 관심사 그리고 공동의 자산을 기록하고
소통하는 강력한 렌즈가 된다. 원래 일회용 필름 카메라로 이루어지던 것이 오늘날에는 디지털 카메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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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보급으로 포토보이스를 실행하기가 훨씬 더 쉬어졌다.
유산 목록화 방법으로서 포토보이스는 공동체 구성원이 ICH를 스스로 기록하면서 관련 가치를 도출하고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3단계 과정을 거친다. 첫째, 참가자들은 연구팀이 제시하는 지시
(프롬프트)에 따라 사진을 찍는다. 참석자들은 그 지시에 대한 자신들의 반응을 표현하는 사진을 찍은
후 토론 그룹에서 사진을 공유하며, 종종 다른 이해에 대해 의견을 내고 때로는 공동체의 무언의 가치를
드러내는 단체 토론을 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결과물로 나온 사진은 공동체가 찾아낸 것을 좀 더 적절한
방식으로 보급된다(예를 들면 온라인 웹사이트 또는 박물관 전시). 이 보급 단계에서는 ICH 보호를 촉진하는
공식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에게 공동체의 가치를 전달한다.
포토보이스 이미지는 토론그룹에서 중요한 성찰의 단서가 된다. 따라서 ICH 목록화 프로젝트는 정적이고
대상에 초점을 맞춘 목록을 넘어서 공동체 스스로가 정의한 관점에서 공동체 유산의 가치를 토론하는
과정을 창출하고 ICH 복원 및 재창조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Labrador 2013;
Bortolotto 2007).
다음으로 나는 카리브해 국가 그레나다에서 내가 조직한 최근의 프로젝트에 근거하여 포토보이스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의 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프로젝트에서 우리는 미국 국가기구의 더 큰 지속 가능한 유산
관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역 유산 가치를 도출하기 위해 포토보이스를 활용했다. 나는 그레나다에서 네
명의 현지 협력자들을 훈련시켰고, 그 후 그들은 다섯 개의 포토보이스 팀을 구성했다. 각 팀마다 다양한
연령의 자원봉사자가 5명씩 있었다. 이 팀들은 각각 3개월 간 주민센터에서 6차례 만났는데, 우리는 그들이
찍은 디지털 사진을 보여주기 위해 스마트 TV를 제공했다.
우리는 지역의 협력자들과 함께 6가지 지시사항을 정의하였다. 이는 지역 유산의 가치에 대한 관련 정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유산의 종목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의 반응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하기 위해서였다.
1) “저것이 바로 우리, 문화다”: 국가나 공동체의 문화유산을 생각할 때 항상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무엇인가?
2) 관광객이 보는 유일한 것
3) 관광객이 결코 보지 못하는 것
4) 한때 알았던 그레나다 아니다
5) 잃어버린 것과 찾은 것 : 종종 문화유산은 사라졌다가도 다시 살아나기도 한다. 특별한 관습, 전통, 장소,
삶의 방식 또는 한때는 잃어버렸던 것 같았다가 다시 기념하거나 재해석되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라.
6) 그레나다의 미래: 만약 당신의 카메라 렌즈가 미래를 보여주는 수정구슬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1차 회의에서 협력자는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참가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으며, 다큐멘터리 사진의 윤리에
대해 설명한 후 첫 번째 지시를 내렸다. 그 후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개인 시간에 사진을 찍느라 1-2주를
보냈다. 이들 그룹이 다시 만났을 때, 각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찍은 사진 두 장을 그룹에서 발표한다. 각각의
사진에 대해, 협력자는 몇 가지 질문을 했다.
1) 여기에 뭐가 보이나요? (전체 그룹에게 발표)
2) 사진의 제목은 무엇인가? (사진작가에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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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진은 왜 찍으셨어요? (사진작가에게 발표)
4) 여기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전체 그룹에게 발표 – 이 질문 대신에 이 사진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우리는 협력자들에게 참가자들의 토론을 기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록양식을 제공했고, 나중에 이를
분석하였다. 참가자들은 토론 메모와 함께 202장의 디지털 사진을 기증했다. 이 자료들은 참가자들이
숨겨져 있거나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에 의해 저평가되었다고 느끼는 다양한 ICH와 문화적 가치를 기록한
것들이다. 예를 들어, 세 개의 다른 공동체에서 드럼을 제작하고, 배를 건조하고, 보석을 만드는 장면을 담은
사진들은 장인들이 세대를 통해 전승해 온 전문적 기술과 사업 지식에 대해 많은 논의를 불러왔다. 분석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기술들이 지략의 문화적 가치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가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동의했지만 관광객들에 의해 무시되고 심지어 외국 상품을 선호하는 많은
지역민들에 의해 저평가되었다. 외부인인 나에게는 꽤 아름다워 보였던 나무 한 그루의 사진은, 지상에
떨어져 곧 쓰레기가 될 많은 양의 과일에 주목한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상당히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냈는데, 이것은 지략의 중심적 가치가 위험에 처했다는 경고성 징후였다.
포토보이스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내가 “몰아낸다”고 부르고 싶은, 공인된 유산 담론-첫 번째 지시에서 다소
망설이며 시작한 것은 참여적 편견에 정면으로 맞서려는 의도였다.-을 장악했다. 이 과정이 지속되면서
참가자들은 카메라를 통해 지시를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전문가의 말이 아닌 자신들의 말로 문화적 가치에
대해 의견을 내는 데 자신감을 얻었다. 포토보이스의 마법과 같은 힘은 창조적이고 집단적인 에너지를
활성화한다. 이 사진들은 보다 직접적이고 다큐멘터리적인 방법을 통해, 드러내기 어려운 정보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표현이다. 예를 들어, 젊은 참가자가 찍은 벌집 이미지는 지역 공동 축제의 정신과 그 관습의 핵심적
가치에 대한 그룹 토론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토론은 때로는 숨어있는 ICH 관습, 잘 드러나지 않은 문화적
가치, 그리고 심지어 공동체가 정통이라고 여기는 주관적인 경계를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포토보이스의
경우, 오늘날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가 참가자들의 인식과 유산 가치를 기록하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며 지역사회의 자생력의 수단이 된다.
Arches를 통한 목록화 가능성
다음으로 나는 게티연구소(Getty Institute)와 세계기념물재단(World Monuments Fund)j이 공동으로
개발한 오픈 소스 웹 기반의 GIS 데이터 관리 시스템인 디지털 도구 아치스(Arches)를 소개하겠다. 원래는
건축 유산을 위한 것이었지만, 나는 최신 버전의 아치스(버전 4)가 ICH의 목록화에 바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긴다.
문화적인 가치를 기록하는 것 외에도, 목록은 “입법에 대한 위협... [및] 전승, 관련 유형 요소 및 자원의
활용성, 무형 요소의 생명력, [그리고] 현재 시행 중인 모든 보호 조치”를 포함하여 ICH 종목의 생명력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UNESCO, n.d). 예를 들어 장인은 공예품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의 지식 그 이상의
것에 의존한다. 즉 그들은 원료와 도구를 구하고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콜롬비아 카리브해 지역의 수공예
제작이 직면한 위협에 대한 조사에서, 연구팀(Pacheco, Barrero, Gómez Vásquez 2013; Contreras,
Vásquez, Tapias 2007)은 ICH 종목의 생명력을 기록할 때 고려해야 하는 9가지 변수와 27차원의 상호
네트워크에 대한 개요를 설명했다.
생태계의 복잡한 역학관계와 마찬가지로 ICH는 1) 외부 및 내부 요인의 영향을 받고, 2) 변화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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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으로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3) 때로는 연행자가 변화하는 문화, 사회-경제, 기술 및 환경
조건에 적응함에 따라 피드백 루프를 경험하게 된다. 아마도 그 중 가장 위험한 것은 한 가지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더 강조되어 ICH 보호 그 자체가 조성하게 될 기록된 위협일 것이다. 예를 들어, 공예품을 위한
경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장인들은 더 많이 생산하게 되고 그에 따라 천연자원을 과도하게 개발할
가능성이 크다(Pacheco, Barrero, Gómez Vásquez 2013). 최근에 출간된 저서 “현장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지역적 관점” (포스터와 길만 2015)에는 전 세계의 6가지 사례연구가 제시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보호를 위한 개입이 기존의 ICH 생태계의 평형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리고 종종
부정적인 방식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그러한 복잡성 때문에 더 간섭받지 않는 방식으로 목록 작성을 하게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목록화 자체가 ICH의 현실을 제대로 다루기에는 너무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태계가
복잡하다고 해서 환경과학자들이 공동체와 협력하여 관리결정에 영향을 미칠 특정 유역, 습지, 삼림, 어장
등을 기록하고 모범으로 삼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ICH도 동일한 접근법을 취할 수 있다. 목록화 과정은 ICH 종목의 완벽한 복제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전문가들이 생명력과 전승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에 입각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속적이고 실용적인 계획과 관리과정을 작동시키는 것이다.
이때, 그러한 목록에는 종목의 기록화뿐만 아니라 다른 것과의 관계, 예를 들어 물질 문화, 사람, 장소
및 지식 등과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복잡한 데이터 모델이 필요하다. 이러한 각각의 것들은 지식 보유자,
견습생, 연행자, 공급자, 관객 또는 청중 등으로 더 세분화될 수 있다. ICH 목록은 제품보다 과정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인터페이스는 정보 검색과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모두 가능해야 한다.
일부 ICH 관련 정보는 누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관한 관습법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목록 체계는
그러한 관습을 존중하기 위한 세분화된 승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목록 시스템은 지역의 어휘와
장소 이름과 같은 ICH에 따르는 문화적으로 맥락화된 데이터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아치스의 디지털
도구는 이러한 모든 요구, 아마도 그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다.
아치스(Arches)는 유산관리 및 정보관리 분야의 국제적 모범사례를 지원하기 위해 게티 보존연구소와
세계기념물기금이 공동 개발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 이 소프트웨어는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로드하고 자신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아치스는 웹 기반으로 이는 웹 서버에 설치됨을 의미한다. 사용자들은 컴퓨터, 태블릿 또는 모바일로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시스템에 접속한다. 이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온라인 상태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일반 열람이 기본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권한 시스템을 통해 관리자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각 개체에 대한 특정 규칙과 속성을 규정하여
관습에 대한 접근 제한을 지원할 수 있다. 게다가, 아치스는 지리 공간 데이터베이스로서 지리적 데이터의
저장, 검색 및 표시를 지원하므로, 역시 특별한 소프트웨어 없이도 GIS의 기능을 한다.
아치스의 개별 인스턴스는 다국어 문맥과 동의어를 지원하는 한편 데이터 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내부
유의어 사전 관리자를 통해 그들 자신의 어휘와 인증표를 시행할 수 있다. 이는 동일한 것을 가리키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특정 사용자 그룹이 자신들이 선호하는 용어로도 데이터를 검색하고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직업적 전문용어와 현지어는 데이터베이스 내에 문제없이 공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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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치스의 데이터 모델이 높은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적응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아치는 국제박물관협의회(CIDOC CRM)의 국제기록위원회가 개발한
개념참조모델을 시행하는데 이는 2006년 문화유산 메타데이터를 형성하는 국제표준이 되었다.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유산 데이터는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구체적이며 따라서 상당히 가변적이다.
그러나 CIDOC CRM은 구체적인 내용을 정의하거나 보편적인 정의를 강요하려하지 않는다. 오히려
문화유산 정보의 온톨로지(ontology)나 핵심 개념을 기술한다. 시맨틱 웹의 이상에 따라, CIDOC CRM
은 데이터를 기술하는 공통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데이터 관리자가 여러 다른 종류의 소스 간에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ICOM/CIDOC Documentation Standards Group 2018).
유산 관리가 점점 더 다학제적으로 되어 가고 도시 계획, 사회-경제 발전 그리고 재해 및 위험 대비와 같은
분야와 맞아떨어지면서, 데이터 공유와 정보처리의 상호 운용성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CIDOC 모델은 89개의 개체와 151개의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체는 유산 분야의 핵심명사로 생각될
수 있으며, 계층의 상대적인 서열화로 조직된다. 예를 들어, 개체 39는 E21 개인(개인)과 E74 그룹(집단)
의 하위 계층을 포함하는 “행위자”이다. 속성은 개체(또는 다른 관계들) 간의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은 그룹에 속할 수 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다른 그룹에 속할 수도 있다. 아치스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이러한 무수한 관계의 표현을 지원하는데, 이는 관련성이 높은 데이터와
복잡한 질의에 가장 적합하다. 실제로 아치스는 인접 데이터와 연결성을 탐색하기 위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어 사용자가 이질적으로 보이는 데이터 간의 경로를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
아치스는 6개의 주요 개체인 역사적 자원, 역사 지구, 역사적 사건, 정보 자원, 행위자, 활동 간의 관계를
추적하여 구축된 유산 데이터 관리에 적합한 정보 모델 사례를 제공한다. 그러나 아치스의 가장 최근 버전은
CIDOC CRM을 사용하여 예시 모델을 수정하거나 처음부터 예시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비교적 사용자
친화적인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제시한다. 이로써 아치스는 유형유산과 무형유산 간에 문제가 되는 2진법에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스스로 ICH 목록을 더 잘 지원할 수 있는 보다 종합적인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다.
최근 몇 가지 실험은 ICH 목록을 지원하기 위한 CIDOC CRM과 아치스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 예로
이탈리아 피에몬트 지역의 석고 천장의 지역 건축 양식을 들 수 있다(Noardo 및 Span Span 2015). 본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CIDOC CRM을 사용하여 천장의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두 개의 개별 공예품 및
작품을 통해 표현된 장식적 원형과 관련된 정보도 포함하여 성공적으로 모델링하였다. 연구자들은 GIS
애플리케이션에서 그들의 데이터를 보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무형의 가치, 공예인, 그리고 그들이 만든
제품의 공간적 분포에서 패턴을 파악할 수 있었고, 그 결과 ICH가 속한 “문화 생태계”의 완전한 복잡성을
드러낼 수 있었다.
또 다른 사례는 이(Lee)씨가 수행한 프로젝트이다. 그녀는 아치스를 이용해 홍콩섬의 포크풀람(Pokfulam)
화룡춤(Fire Dragon Dance)를 기록했다(2016년). 그녀의 목록에는 축제, 전통 화룡제작 공예, 용춤의
경로를 따라 예배를 드리는 특정 지점, 장인들이 사용하는 작업장, 화룡춤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관련
문화 경관, 축제 장소인 역사 마을, 현재 화룡을 제작하는 공예가 그리고 무용수들의 현 트레이너 간의 복잡한
상호관련성이 기록되어 있다. 그녀는 공동 축제와 같은 ICH의 목록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해 아치스의 정보
모델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추천을 했다. 그녀가 추천한 것은 행렬 경로,
축제 그리고 춤과 같은 움직임 패턴의 활성화된 디스플레이를 제외하고 대부분 아치스의 현재 버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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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시행될 수 있다.
미국 전역의 수많은 유적지를 둘러싼 민속을 기록하기 위해 아치스를 활용한 실험에서, 나는 아치스의 공공
인터페이스는 모든 기기에서 데이터 검색을 불러오는 접근 가능하고 직관적인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데이터 모델뿐만 아니라 인터페이스까지 완벽하게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치스는
대중적인 해석과 교육에 탁월하다. 나는 우리 사용자들에게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장소감, 신비로움 그리고
결과물을 전달함으로써 우리의 청중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이트를 디자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최근 출시된
모바일 크라우드 소싱 앱으로 공동체 기반 목록관리와 대중적 해석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아치스의 능력은
계속해서 강화될 것이다. 사실, 아치스는 궁극적으로 관리와 교육을 통합함으로써 2003년 ICH 협약과
2008년 ICOMOS 문화유적 해석 및 표현에 대한 헌장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치스가 계속 성장함에 따라 사용자/개발자의 오픈 소스 커뮤니티도 성장한다. 우리 중 누구든지 축제
경로를 아치스에 활성화하는 방법을 추가하라는 리의 권고에 따라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아치스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소스 코드에 대한 그러한 개선 사항들이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공동체와
공유되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쓸데없는 데에 시간을 낭비하면서 고립되어 일할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리의 진화하는 요구에 부응하는 유산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전념하는 실행 공동체를 찾을
수 있다.
결론
포토보이스와 아치스는 복합적인 ICH “생태계”의 건전성 매핑 및 모니터링을 위한 기술적 틀을 제공하는
한편 무형적 가치에 대해 자체 보고된 이미크 데이터로 ICH 목록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보호 노력을
강화한다. 이 두 가지 디지털 방법은 전승의 중심에 있는 종목의 생명력과 가치에 대한 더 미묘한 관점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ICH 목록화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유네스코가 상기시켜주듯이, ICH 목록은 궁극적으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러한
목록은 종목 뿐만 아니라 해당 종목의 전승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생태적
관계의 복잡한 네트워크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체 기반의 디지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나는 무형의 문화유산의 생명력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 중 하나인 공동체 기반의 목록화 과정을 책임지는 모든 조직의 툴키트에 포토보이스와
아치스를 추가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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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ecomes Digital

C

ultural heritage consists of any tangible or intangible object, group, or natural resource which has been
inherited or created by a generation and is safeguarded to be transferred, in excellent condition, to future
generations (after UNESCO, 2019). Tangible cultural heritage refers to monuments, groups of buildings or
sites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where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a practice, representation, expression,
knowledge, or skill, as well as instruments, objects, artifacts, and cultural spaces that communities, groups, or
even individuals recognize as part of their cultural heritage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19.,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19). The 1972 World Heritage Convention of UNESCO defines the criteria
of the natural or cultural sites to be considered for inscription on the World Heritage List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1972).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as drafted
in 2003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aforemention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lements, and such
elements may be inscribed on the appropriat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st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03). The two types of cultural heritage, tangible and intangible, are not to be treated separately but
in combination, since either one is influenced by and complementary to the other.
Docum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as stated by both conventions, is essential in order to be safeguarded and
transferred to future generations. This is due to threats from natural and human-caused disasters, extensive
exploration of natural resources, as well as the history and customs of a country. Digital heritage is needed, as
defined at the 2003 Charter on the Preservation of Digital Heritage by UNESCO (UNESCO Digital Heritage,
2019) which set the pace towards the use of conventional and new digital technologies for the docum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while ensuring that information remains accessible to the public. The technologies outlined
in this paper, namely Digital Libraries, Digital Portals, Digital Maps and Atlases, Digital Museums, Facial and
Gesture Modeling, Speech Synthesis,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s (GIS), and Virtual Tour Modeling all
show how elements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an be documented and represented in the digital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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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of the aforementioned technologies use data either in standard or in geospatial form. Data can be a piece of
information, a list of measurements, observations, a story or a description of a certain thing for communication,
interpretation, or processing. Metadata is data that describes other data, also considered as processed data (Judd,
2017. When data is processed, organized, structured, or presented in a given context so as to make it useful, this
is called information. Data and metadata documentation deals with making the data publishable, discoverable,
citable, and reusable, while clear and detailed data documentation improves the overall data quality (Judd, 2017).
Of a quite different nature, geospatial data is data with a spatial reference. According to their representation
in digital form, geospatial data is either in raster or vector format, and processed with methodologies used in
geosciences such as surveying, photogrammetry, remote sensing, laser scanning, and GIS (Gomarasca, 2009).
Digital Libraries are initiatives in cooperation with libraries, archives, museums,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rom around the world to make available on the web, at no cost and in multilingual
format, significant primary materials from all countries and cultures. A wealth of information in digital format is
available such as books, manuscripts, publications, maps, newspapers, prints, photographs, sound recordings,
and films (World Digital Library, 2019., UNESCO Digital Library, 2019., UNESCO Mediabank, 2019).
In Digital Portals, resources of museums, libraries, archives, and audio-visual collections throughout the world
are documented digitally, thus offering direct access to books, manuscripts, paintings, films, museum objects,
and archival records. A representative example is Europeana Collections (Europeana Collections, 2019).
Another very well structured national initiative for the outreach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Scotland’s
portal for ICH (ICH Scotland, 2019). It is an online archive of Scottish intangible heritage open to the public,
which contains photographic and audio-visual documentation using participatory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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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1. Typical examples of cultural heritage (top row: tangible, mixed [tangible and natural],
bottom row: intangible).
Digital Maps and Atlases are online resources in form of digital maps, atlases, or representations using websemantics, graphic visualization, or other ways to navigate through a dynamic and interactive space of vibr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actices and expressions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19.,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19). Another example is the UNESCO Atlas of the World's Languages in
Danger (UNESCO Atlas of the World's Languages in Danger, 2019), a publication which is an online resource
providing basic information on more than 2000 languages ranging from vulnerable to extinct. It is in the form of
an online map and is a relevant source of archival information on the subject.
Digital Museums use interactive multimedia technology such as touch screens, video presentations, and digital
historic or art catalogues to revive and propagat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lements such as customs, ways
of living of certain secular or religious groups, local music and instruments, dancing and the like. Digital
museums form physical museums with a web presence by using 3D virtual environments of digitized spaces of
real museums’ rooms, virtual museum spaces, 3D scans of artifacts, interactive displays, or artifact displays with
map references (Parry, 2010., Deuschel, Heuss, and Humm, 2014).
Facial and Gesture Modeling relates to the documentation of faces and gestures which can reveal expressions of
certai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lements (e.g. dance, rituals, music and oral history). The scanning 3D model
approach mainly uses volumetric or skeletal models, or a combination of the two. More specifically, volume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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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igital documentation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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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aches have been heavily used in the computer animation industry and for computer vision purposes. The
models are generally created from complicated 3D surfaces such as NURBS or polygon meshes (Saris, 2004).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1972)., “Basic Texts of the 1972 World Heritage Convention, Edition
October 2019.” Last modified September 16, 2019. https://whc.unesco.org/en/basictexts.

Speech Synthesis is the process of artificially producing human speech. For this purpose, a computer system
called a speech computer or speech synthesizer is used and implemented in software or hardware products. A
text-to-speech (TTS) system converts normal language text into speech, while other systems render symbolic
linguistic representations like phonetic transcriptions into speech (Aida–Zade, Ardil, and Sharifova, 2013).
Speech Synthesis is the ideal system used for documenting written testimony, such as old manuscripts, as par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outputs can be further incorporated and used in digital libraries or digital
museums.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03)., “Basic texts of the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ast modified September 16, 2019. https://ich.unesco.org/en/basictexts-00503.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as a computer system built to capture, store, manipulate, analyze, manage,
and display all kinds of spatial or geographical data, provides tools that allow end users to perform spatial query,
analysis, editing of spatial data, and the creation of digital or hard bound maps (Longley, Goodchild, Maguire,
and Rind, 2005). Web GIS technology provides online dynamic geodatabases combined with cartographic
representation, as well as creates hyperlinks to images and videos that promote a region’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lements, such as historic information, memories and customs (Moysiadis and Louka, 2017).
3D Virtual Tour Modeling has gained much appreciation in tangible cultural heritage applications since it mainly
provides imaging and descriptive information in an interactive way. Its immersive and lively appearance make
it an effective online resource. Its output may be available in desktop and mobile formats, smart phones, and
tablets (Roussou, 2008). These form ideal platforms for the dissemination and outreach of certai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lements of a region, such as historic records, historic memories of the past, and habits and
rituals. These platforms make such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public, from scientists to locals, visitors and
tourists (Moysiadis, 2018).
In the digital era, technological approaches such as Digital Libraries, Digital Portals, Digital Maps and Atlases,
Digital Museums, Laser Scanning, Facial and Gesture Modeling, Speech Synthesis, GIS and Virtual Tour
Modeling, are used for the transmission, dissemination, and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le supporting human interaction and communication. An important fact is that strong knowledge of the
thematic and theoretical aspects of a cultural heritage element is needed for it to be documented in digital form
properly. Moreover, national and international data protection and distribution policies have to be considered
in order for the information to be used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commercial purposes. However, research is
still needed on how data should be digitized, organized, structured, and processed in order to be presented into
useful information. Interdisciplinarity in terms of the type of cultural heritage (tangible, intangible, natural),
scientists (historians, IT specialists, engineers, etc.), and processing (methodologies, algorithms, software)
is a key issue to be considered for the documentation and promotion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implementation of the aforementioned practices in digital documentation is in line with the goals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UNESCO and ICOMOS, so that the historic values of an area and its people
will be preserved for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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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이 디지털이 될 때

문화유산은 한 세대에 의해 전승되거나 창조된 유형 또는 무형의 유물, 집단 또는 천연자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수한 상태로 미래 세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한다(UNESCO 2019). 유형문화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기념물, 건축군 또는 유적지를 일컫는 데 반해, 무형문화유산은 관습, 표현,
지식, 기술뿐 아니라 공동체, 단체 또는 개인들이 그들의 문화 일부로 인식하는 제도, 유물 및 문화 공간을
말한다(UNESCO 세계유산센터 2019년), (무형문화재 2019년). 197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은
세계유산목록(UNESCO World Health Centre 2019년)에 등재될 자연 또는 문화유산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앞서 언급한 무형문화유산 종목의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2003
년에 제정됐다. 여기에 해당되는 무형문화유산 종목은 각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될 수 있다(무형문화재
2019). 유형유산이든 무형유산이든 이 두 가지 종류의 문화유산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별개로 다룰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문화유산 기록화는 두 협약에 언급된 바와 같이, 유산의 보호와 미래 세대로의 전승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이는 자연재해와 인적 재해, 천연자원의 광범위한 조사, 한 나라의 역사와 관습에 달려 있다.
대중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유네스코의 2003 디지털유산 보존헌장(2003 Charter
on the Preservation of Digital Heritage)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디지털 유산은 문화유산 기록화를
위한 전통적인 기술 및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Digital Heritage 2019).
본 논문에서 설명한 기술, 즉 디지털 도서관, 디지털 포털, 디지털 지도 – 아틀라스, 디지털 박물관, 얼굴
& 동작 모델링, 음성 합성, 지리 정보 시스템/GIS, 가상 투어 모델링은 무형문화유산의 종목들이 디지털
영역에서 어떻게 기록되고 표현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아타나시오스 모이사이디스
이코모스 ICICH, 이코모스 CIPA
그리스 테살리아대학교 지역개발계획학과 조교수 및 연구원

아타나시오스 모이사이디스는 측량엔지니어(그리스 아테네의 TEI)이며 GIS(그리스 NTUA)와 교육학(그리스 ASPETE)
학위를 갖고 있다. 그는 또한 원격탐사를 이용한 사진측량 이학석사 학위(UCL, UK)와 문화유산 기록 및 예측에 대한 조사
및 기하학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그는 공공분야(레르소니소스 지방자치단체)에서 측량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테살리대학의 겸임교수 겸 연구원로 재직 중이다. 그의 연구주제는 주로 유형과 무형문화유산의 기록화이며 40여권의
연구서를 출간했다. 모이사이디스는 이학석사 장학금을 받았으며(그리스장학재단) 두 번이나 출판 장학금을 받았으며(
테살리대학교), ISPRS로부터 명예학위를 수여받았다. 그는 이코모스 국제무형유산학술위원회(ICOMOS ICICH)회원이며
CIPA집행위원회 회원이다. 또한 ISDE의 European Chapter 회원이며 ISPRS SC 코디네이터이다.

앞서 언급한 모든 기술은 표준 형태 혹은 지리공간 형태로 데이터를 사용한다. 데이터는 정보, 측정
목록, 관찰, 이야기가 될 수 있으며 통신, 해석 또는 처리를 위한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이 될 수도 있다.
메타데이터는 다른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로서, 가공된 데이터로 간주된다(Jud 2017, 1–10).
데이터가 주어진 맥락에서 처리, 체계화되고 구조적으로 표현되어 유용성을 갖게 되면 이를 정보라고 한다.
데이터/메타데이터 기록은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고, 검색할 수 있으며, 인용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명확하고 상세한 데이터 기록은 전체 데이터의 질을 향상시킨다(Jud 2017, 1–10). 전혀 다른
성격의 지리 공간 데이터는 공간적 참조가 있는 데이터다. 디지털 형식의 표현에 따르면, 래스터 또는 벡터
형식으로, 측량, 사진 측량, 원격 감지, 레이저 스캐닝 및 GIS(Gomarasca 2009, 5–14, 491–493)와
같은 지구과학에서 사용되는 방법론으로 처리된다.
디지털 도서관은 전 세계의 도서관, 자료 보관소, 박물관, 교육 기관 및 국제 기구와 협력하여 모든 국가와
문화의 중요한 주요 자료들을 비용 없이 다국어 형식으로 웹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니셔티브다.
책, 원고, 출판물, 지도, 신문, 인쇄물, 사진, 녹음물 및 영화과 같은 풍부한 정보는 디지털 형식으로 이용
가능하다(세계 디지털 도서관 2019년), (유네스코D 디지털 도서관 2019년)(UNESCO Mediabank
2019).
디지털 포탈에서는 전 세계의 박물관, 도서관, 기록 보관소 및 시청각 자료들이 디지털로 문서화되어 있어
책, 원고, 그림, 영화, 박물관 유물 및 기록자료에 직접 접근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유로피아나 콜렉션
(Europeana Collections 2019)이다. 무형문화유산 지원을 위한 매우 체계화된 국가 이니셔티브는
스코틀랜드의 ICH 포털이다(ICH Scotland 2019). 이는 스코틀랜드 무형유산의 온라인 아카이브로서
참여적 접근법을 이용한 사진 및 시청각 기록들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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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문화유산의 전형적인 사례들 [위: 유형, 복합(유형과 자연), 아래:무형]
디지털 지도 - 아틀라스는 웹 시맨틱스, 그래픽 시각화 및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 디지털 지도, 아틀라스 또는
다양한 표현 형식의 온라인 자료로서 활기찬 무형문화유산 관습과 표현의 역동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공간을
통해 탐색할 수 있도록 해준다(UNESCO 세계유산센터 2019년), (무형 문화유산 2019년). 다른 예로는
유네스코 세계 위험에 처한 언어 아틀라스(Atlas of the World’s Language in Danger, UNESCO
2019)다. 이 출판물은 온라인 지도와 관련 기록 자료 형태로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에서 멸종된 언어에
이르기까지 2000종 이상의 언어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자료이다.
디지털 박물관은 양방향 멀티미디어 기술(터치 스크린, 비디오 전시, 디지털 역사 또는 예술 카탈로그)
을 사용하여 관습, 세속적 또는 종교와 관련된 특정 집단의 생활 방식, 지역 음악과 악기, 춤 등과 같은
무형문화유산을 되살리고 지원한다. 디지털 박물관은 실제 박물관 전시실이나 가상 박물관 공간의
디지털화된 공간에 대한 3D 가상 환경, 유물의 3D 스캐닝, 양방향 전시 또는 지도 참조 표시가 된 유물
전시를 활용하여 웹을 통해 접속 가능한 형태를 갖춘 박물관을 형성한다(Parry 2010), (Deuschel, Huuss
and Humm 2014).
얼굴 & 동작 모델링은 특정 무형문화유산(예: 춤, 의식, 음악, 구술 역사)의 표현을 나타낼 수 있는 얼굴과
동작의 기록화와 관련이 있다. 3D 스캐닝 모델 접근방식은 주로 체적 또는 골격 모델 또는 두 가지 모델을
조합하여 사용한다. 구체적으로는 체적 접근법은 컴퓨터 애니메이션 산업과 컴퓨터 영상 목적으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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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무형문화유산의 디지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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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되어 왔다. 이 모델은 일반적으로 NURBS 또는 다각형망과 같은 복잡한 3D 표면도를 통해 만들어진다
(Saris 2004).
음성 합성은 인간의 말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에서 실행되는
음성 컴퓨터 또는 음성 합성기라고 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한다. TTS(Text –to-speech) 시스템은
일반 언어 텍스트를 말로 변환하고, 다른 시스템은 음성 기록과 같은 상징적인 언어 표현을 말로 표현한다
(Aida-Zade, Ardil 및 Sharifova 2013, 395–401). 이것은 무형문화유산의 일부로서 오래된 원고와
같은 기록 증거에 사용되는 이상적인 시스템이다. 나아가 그 결과물은 디지털 도서관이나 디지털 박물관에
통합되어 사용될 수 있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은 모든 종류의 공간적 또는 지리적 데이터를 수집, 저장, 조작, 분석, 관리, 표시하기
위해 구축된 컴퓨터 시스템으로서, 최종 사용자가 공간적 질의, 분석, 편집, 디지털 또는 지도책을 만들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롱리, 굿차일드, 마구이어 및 린드 200). Web GIS 기술은 역사적 정보, 기억,
관습과 같은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을 홍보하기 위한 이미지와 비디오의 하이퍼링크 생성과 지도표현과
연결된 온라인 동적 지리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Moysiaadis, Louka 2017).
3D 가상 투어 모델링은 주로 양방향 방식과 실감나는 “생생한” 외관으로 영상과 서술적 정보를 제공하는
무형문화유산 어플리케이션으로 온라인상에서 많은 평가를 받았다. 결과물은 데스크탑과 모바일, 스마트폰,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에서 이용가능하다(Roussou 2008, 225–241). 이러한 것들은 한 지역의 역사적
기록, 과거의 역사적 기억, 습관 및 의식과 같은 특정 무형문화유산을 보급하고 홍보하는 이상적인 플랫폼을
형성하여 과학자에서 지역 주민, 방문객, 관광객에 이르기까지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모이사이디스
2018).
디지털 시대의 세계에서는 디지털 도서관, 디지털 포털, 디지털 지도 - 아틀라스, 디지털 박물관, 레이저
스캐닝, 얼굴 & 동작 모델링, 음성 합성, GIS, 가상 투어 모델링과 같은 기술적 접근법이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보급 및 보호에 활용된다. 동시에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과 소통을 지원한다. 중요한 사실은 디지털
형태로 적절히 기록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의 주제와 이론적인 측면에서 확고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 연구 및 광고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국제 데이터 보호 및 보급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데이터를 디지털화, 정리, 구조화하고 처리하여 유용한 정보로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유산의 유형(무형, 무형, 자연), 학자(역사학자, IT전문가, 엔지니어
등) 및 정보처리(방법론, 알고리즘, 소프트웨어)의 학제 간 연구는 무형문화유산의 기록화 및 홍보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핵심 사안이다. 앞서 언급한 디지털 기록화 사례의 실행은 유네스코, ICOMOS 등 국가 및
국제기구의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며 그 결과 한 지역과 그 지역민의 역사적 가치가 향후에도 보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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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ocumentation of heritage is one of the important tools for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not only
for recovery in case of loss but also for transmission of knowledge. In the case of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documentation has been stressed as the starting point
of safeguarding. Article 12 of the 2003 Convention clearly mentions that each state party should maintain
the inventories of the Intangible Cultural present within the territory. Also, while sending the application
for nominating ICH elements to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or
to th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the application file should also
contain the inventories of each nominated element. From this, therefore, we can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documentation in ICH.
Either tangible or intangible, documentation of both heritages require huge resources, skills, and manpower.
In the case of intangible heritage with continued practices and evolving nature, regular updating is required.
Since the bearers of the ICH is always community, groups, or in some cases individuals, the involvement of
community is necessary while making the inventories as well. So, documenting the ICH becomes even more
complex and multilayered, and the cost is high as well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countries like Nepal. Due to
ethnic diversity and diversity even within the same community, there are numerous types of rituals, practi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Almost everyday, there are rituals, festivals, or celebrations going on in some part of
Nepal. Even if we just consider the case of Kathmandu Valley, there are numerous everyday rituals and practices.
The documentation of those ICH elements by the government of Nepal is almost negligible compared to what
the ICH communities practice. As most of the ICH elements are songs, dances, rituals, and the continuation of
traditional practices, the transfer of knowledge takes place by word of mouth. Therefore, there is lot of work that
needs to be done as regards documentation in the case of Nepal.
There is one cost efficient way, however, which academia has not been considering seriously—social media could
be one of the important tools for documenting heritage in Nepal. With the rise of social media and economic
accessibility of the internet, the contents of the ICH are more easily accessible to the masses. This can be seen
during many festivals, rituals, and processions in Kathmandu Valley. Here, I would like to take the case of the
Yenya Punhi Festival of Kathmandu Valley —my PhD case study and a festival I have been following critically ever
since.
Yenya Punhi, also known as Indra Jatra, is one of the major festivals of Kathmandu. It is celebrated every year
during month of September or October for 7 to 8 days, depending upon the lunar calendar. During this festival,
there are numerous other sub-festivals like chariot processions, processions of lights, pole-raising ceremonies,
several mask dances, exhibitions of gods and goddess in several places within the city, and many more. Each of
these festivities has a place of origin, its own time to start, routes for procession, and specific rituals. To call this
festival just a festival will be unjust.
As a result of this diversity, the people of Nepal—or even the people within Kathmandu Valley—do not know what
happens within the specific festivities and the groups responsible for them. Everything in the festival is done by
the local communities through the traditional association of people known as Guthi. There is a closed network of
people organizing or safeguarding the festival and rituals, the elements of which have not been published. Now,
however, we can find many free pages, blogs, and information in social media before the start as well as during
the festival. Many social media pages are there just to provide information regarding cultural heritage, and these
increased mostly after the earthquake of 2015. The festival is vibrant, colorful, as well as entertaining, and
many young people have taken an interest in it now. We can see many amateur and professional photographers,
journalists, and bloggers taking pictures during the festivities. Not only are current pictures and information
available, but social media is now able to bring vintage pictures of the festival and information about it fr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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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t.
One of the important things of note about social media during the festival is the information regarding festivities,
start times, routs, and places. Since there are numerous small festivities within the Yenya Punhi, these are never
published nor have fixed timetables. Now, the youth of local communities have started to provide information
happening in their localities, and some are complying by providing detailed information. There is even a photo
competition which was started a few years ago, with prizes and recognition provided by local groups.

Picture 1. Facebook page to share information on heritage and also festivals.
© Facebook screenshots.

If we are able to organize the information and manage it properly, social media can act as a tool for documenting
the ICH. After all, many people active in the social media are youth from local communities —so it’s a kind of selfdocumentation. Through social media, we can see what the important aspects of heritage are for the communities
there. Using social media in the documentation process in this case should therefore be part of the fixed criteria
for organizing the information. Since there is also a question of credibility with information on social media,
all the information should be crosschecked with the communities who practice the ICH elements. One other
important thing to consider is that there are many practices which are done behind closed doors, forbidden for
outsiders to see and so they are never written about or photographed. This type of information is very difficult
to get so we must always weigh the pros and cons of what is available in social media. As so much information is
easily available online, posts about the festival on social media should be managed very well in order that they can
be considered seriously.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s contribution to heritage conservation is very minimal, and the formal
safeguarding of the ICH is a new concept in the context of Nepal. Tapping the changes brought about in Nepali
society by technological advancements, together with the emotions generated among the local population and
youth towards heritage after the earthquake, could be tools for the documentation of the ICH. Nepal ratified the
2003 ICH Convention in 2010; in order to abide by the convention, Nepal also needs to make inventories of
the ICH within its territories. In this regard, social media could be an area to explore and an asset if implemented
well.

Picture 2. Photographers (armatures and professionals) capturing the festivals.
© Ameet Ranj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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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
무형유산 기록화와 지식 전달의
도구

유산의 기록은 유형유산과 무형유산 보호에 중요한 도구 중 하나로서, 소멸된 유산의 복원뿐만 아니라
지식의 전승에도 중요하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는 기록이 보호의 출발점으로 강조되어 왔다. 2003
년 협약 12조는 협약 당사국이 영토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목록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이나 긴급보호목록에 ICH의 등재신청서를
제출할 때 등재신청서에는 신청유산의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ICH에 있어서
기록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유형이든 무형이든 이 두 유산의 기록화는 엄청난 자원,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한다. 지속되는 관습과
변화하는 특성을 가진 무형유산의 경우 정기적으로 기록을 갱신할 필요가 있다. ICH보유자는 항상
공동체, 집단 또는 경우에 따라 개인이 될 수 있으며 목록을 작성하는 동안에는 공동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래서 ICH를 기록하는 것은 특히 네팔과 같은 나라의 상황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복잡하고 다층적인 문제가 된다. 같은 공동체 내에서도 민족적 다양성만큼이나 의식, 관습, 전통
지식 등도 다양하다. 거의 매일 네팔의 어디에선가 여러 의식, 축제,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카트만두
계곡 지역만 보더라도 수많은 일상적인 의식과 관습이 거의 매일 열리고 있다. 따라서 네팔 정부가 행하는
유산 기록화는 ICH 공동체에서 실행되고 있는 관습에 비하면 거의 무시해도 좋은 만큼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ICH가 노래, 춤, 의식, 심지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전통과 관습으로서 지식의
전승은 구전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네팔의 경우 기록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 매우 많다.
그러나 학계가 심각하게 고려해보지 않았던 비용 절감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소셜미디어다. 이는
네팔의 유산을 기록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소셜미디어의 증가와 인터넷의 경제적
접근성으로 인해, 대중들은 무형유산 콘텐츠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카트만두 계곡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축제, 의식, 행렬에서 볼 수 있다.
여기서 나는 나의 박사논문에서 사례연구를 했던 카트만두 계곡의 옌야 푸니(Yenya Punhi) 페스티벌을
소개하고자 한다. 나는 박사논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축제를 연구해오고 있다. 인드라 자트라(Indra
Jatra)라고도 알려진 예냐 푸니는 카트만두의 주요 축제 중 하나이다. 이 축제는 음력으로 매년 9월이나
10월에 7~8일 동안 열린다. 이 축제 기간에는 시내 곳곳에서 전차 행렬, 빛의 행렬, 장대오르기 의식,
탈춤, 신들과 여신들의 신상 등 더 많은 다른 소규모 축제들이 열린다. 이 축제는 각각 출발지, 출발 시간,
행렬과 특정 의식이 행해지는 경로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를 단지 축제라고 부르는 것은 부당하다.

모나리자 마하르잔

이코모스 ICICH
CIDEHUS 연구원
무형유산 및 전통지식에 관한 유네스코 석좌프로그램
모나리자 마하르잔 박사는 CIDEHUS(에보라 대학 역사, 문화, 사회학 학제 간 연구 센터)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및
전통 지식 분과의 연구위원이다. “문화유산 잇기: 축제 정체성 강화의 길, 옌야 펀히 카트만두 체험”으로 에보라대학(
포르투갈)에서 미술사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그녀는 유형 및 무형 유산, 전통 관습, 토착 유산, ICH 교육학을
연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 있다. 그녀는 또한 ICOMOS의 회원이며, ICOMOS 내의 신진 전문가 실무진
그룹과 이코모스 국제무형문화재국제학술위원회(ICOMOS ICICH)의 전문위원이다.

이러한 축제의 다양성으로 인해 네팔 사람들, 심지어 카트만두 계곡 내의 사람들은 특정 축제와 그 축제
행사를 담당하는 단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 이러한 축제에 대한 모든 것은 구티(Guthi)
라고 알려진 공동체 내의 전통적인 협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공개된 적 없는 축제와 의식을 조직하거나
보호하는 사람들의 폐쇄적인 네트워크가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축제 기간뿐만 아니라 축제 시작
전에도 많은 무료 사이트,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많은 소셜미디어가 있으며 이는 주로 2015년 대지진 이후 많이 증가하였다. 이 축제들은
활기차고 화려할 뿐만 아니라 매우 흥겹다. 그래서 현재 많은 젊은이들이 이 축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축제기간 동안에 많은 기자, 전문 사진작가, 언론인, 블로거들이 사진을 찍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소셜미디어에는 현재의 사진과 정보뿐 아니라 과거의 축제와 정보를 담은 옛날 사진도 가져올 수
있게 됐다. 축제 기간 동안 소셜미디어에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축제의 시작 시간, 일정,
장소에 관한 정보다. 옌야에는 수많은 작은 축제들이 열리는데 이것은 공개되지도 않고 정해진 시간표도
없다. 이제 지역 사회의 젊은이들은 그들의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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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들은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심지어 몇 년 전부터 이 축제 기간에 지역 단체들은 사진
대회를 열어 시상하고 있다.
그래서 정보를 정리해서 제대로 관리할 수만 있다면 소셜미디어는 ICH의 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셜미디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 지역 주민, 청소년, 공동체들이다. 따라서 이것도
일종의 자기 기록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동체 유산의 중요한 측면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기록화 과정에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려면 정보를 구성하는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 또한
소셜미디어의 정보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므로, ICH를 연행하는 공동체와 정보를 상호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외부인에게 금지되어 있어서
글로 발표되거나 사진으로 남겨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닫힌 문 뒤에서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관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유형의 정보는 소셜미디어에서 입수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소셜미디어의 장단점과 정보의 진위를 따져봐야 한다. 정보는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고려해서 매우 잘 관리되어야 한다.

사진 1. 유산 및 축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페이스북. © Facebook 스크린샷.

한편 유산 보존을 위한 정부의 기여는 매우 작고, ICH의 공식적인 보호 역시 네팔에서는 새로운 개념이다.
그래서 지진 이후 유산에 대한 지역민과 젊은이들 사이에서 생성된 감정들로 네팔사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으며 기술의 진보는 ICH의 기록화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었다. 2010년에 2003년 협약을 비준한
네팔 역시 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네팔 영토 내의 ICH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소셜미디어는 잘 활용된다면
탐구할 수 있는 영역이자 자산이 될 수 있다. 이 글은 카트만두 계곡에서 시차를 두고 수행된 연구에
바탕을 두고 작성되었다.

사진 2. 축제사진을 찍고 있는 사진작가들(아마추어와 전문가) © 아메트 란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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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Safeguarding in
the Asia-Pacific Using
Information Technology

1.Introduction

T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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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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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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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itional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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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implementing the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CAP creates
an information network mechanism by using develop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HCAP
was established with the aim of contributing to the promo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cultural divers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by mak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ore accessible.
In other words, ICHCAP’s activities consist of building the foundation for promoting ICH safeguarding in the
Asia-Pacific by collecting and disseminating ICH-related information through various networks.

Weonmo Park
Director, Office of Cooperation and Networking,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ICHCAP)
Weonmo Park is the Director of Office of Cooperation and Networking at ICHCAP. He has a BA in Education from
Yonsei University. He also has an MA in Education from Yonsei University and an MA in Anthropology from Rikkyo
University in Japan. His professional area is Comparative of Folk Performing Art, specifically, Religious Performing
Art in Korea and Japan. He previously worked in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and the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in Korea.

Today’s presentation focuses on ‘capacity building for ICH safeguarding in the Asia-Pacific through information
coordination and distribution,’ one of the objectives of ICHCAP, and introduces some of the ICHCAP’s activities
in this field. Many of the ideas and knowhow for the ICHCAP’s activities were taken from the Korean experience
in intangible heritage safeguarding from the earliest stages of project development.
2. ICH Status Survey and Inventorying
National ICH Safeguarding Status Surveys
The Asia-Pacific is home to numerous countries with a wealth of intangible heritage arising from incredible
diversity in environment and culture. However, the expanding influence of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is threatening the survival of intangible heritage around the world. Furthermore, in the early years of the
Convention, many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lacked the institutional framework to safeguard their intangible
heritage due to financial and technological limitations.
Therefore, understanding the current situation of ICH safeguarding in the Asia-Pacific was a task of considerable
urgency for the ICHCAP as it needed to implement appropriate activities reflecting the needs of the region.
To this end, ICHCAP has been cooperating with members states under 5 subregions in the Asia-Pacific to
collect basic data on ICH safeguarding in the respective states. Through this, ICHCAP has been able to better
understand the conditions and heritage of the respective states, and find direction for cooperation based on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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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3. Project to Support Video Documentation of ICH in the Asia-Pacific

Prior to the status survey, an itemized questionnaire was made to cover all the necessary information through
consultations with ICH experts. Local expert organizations were selected as focal points, while local experts
were asked to use the questionnaires to collect basic data and conduct interviews with stakeholders. The local
experts organized the collected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items of the questionnaire and drafted a report
which they submitted to ICHCAP together with related materials such as photos and videos. The content of the
survey included 1) ICH safeguarding institutions and policies, 2) national ICH inventories, 3) ICH practitioners
and communities, 4) ICH related events and conferences, and 5) pending issues and needs.

Rapid urbanization and westernization are changing the environments tha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rooted
in. The importance of documentation that traces the effect of social changes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being emphasized as a safeguarding measure. Quality video documentation is an important resource that
enables the conservation and transmission of exis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raises its visibility. Video
documentation is the best medium to recor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most lifelike manner using the
latest technologies. It is also an effective tool for communicating with the public. However, conditions for video
production in the Asia-Pacific remain poor, requiring extensive support for quality video documentation.

ICHCAP conducted status surveys on 34 states in the Asia-Pacific from 2009 to 2015. The data collected were
used to develop cooperation projects, build a pool of key human resources, and expand networks. The outcome
of the surveys has also been published as a resource book which was distributed to related organizations. It
was also made available online on the ICHCAP website’s e-Knowledge Center as a reference material for states
parties to implement more effective and appropriate ICH safeguarding activities.

In Korea, video productions on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began in the 1960s alongside the designation
process, with the National Film Production Center documenting the individual elements of intangible heritage
in 16mm cinema-grade film. These videos are still highly valued as source material on the documented heritage.
The systematic video documentation of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began with the nationally designated
important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documentation project conducted by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from the mid-1990s. The documentation project lasted nearly 20 years into the
early 2010s and produced detailed video documentation of over 130 nationally designated important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Data Collection for National Inventories of ICH
In Korea, a vast amount of information has been collected through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designation surveys and documentation projects since the enactment of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n 1962. The information is archived and made accessible to the public for a wide range of uses in research,
education, and promotion to safeguard intangible heritage. Key materials in this archive include the designation
survey reports compiled from 1962, the documentary books on each designated element produced since 1995
under th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documentation project, and records of the life history of bearers
and practitioners which began to be collected in the 2010s.
Based on the Korean experience, ICHCAP determined that the construction of an information system for
national inventories was of utmost importance for the safeguarding and management of ICH. Thus, it began
actively cooperating with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for ICH national inventorying and the construction of
a system for the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relevant information at the planning group stage, even before
the formal establishment of ICHCAP as an organization. Beginning with Mongolia and Vietnam in 2008, and
expanding to Kazakhstan, Kyrgyzstan, Tajikistan and Uzbekistan in 2010, and then Laos, Bhutan and Myanmar
in 2011, ICHCAP provided technological and financial support for the respective states to make national ICH
inventories and collect relevant information through field surveys.
With this, the respective states were able to establish national systems for ICH safeguarding and make national
inventories based on information collected from field surveys. Other outcomes of cooperation between
ICHCAP and the respective states included expository booklets on national ICH inventories and ICH inventory
publications written in both English and the mother tongue. National ICH database and website development
projects to manage national ICH information were carried out with Central Asian states. ICHCAP has published
and distributed nine ICH inventory publications jointly with eight states and one subregion.
ICHCAP is currently working to build a database environment that provides the national inventories to the
public in a more efficient and user-friendly way than the current online PDF book format. This project will be
further elaborated in a later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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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CAP first implemented a trial project with local experts based on the Korean experience in preparation
for future video documentation projects. Beginning with the Vietnamese Ca Tru singing, Mua Roi Nuoc water
puppetry, and Cap Sac ritual in 2011, ICHCAP went on to document the Mongolian Nadam festival and shaman
rituals in 2013, and the Kyrgyz oral epic of Manas in 2014. Through these three trial projects, we learned
that the objective had to be well defined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ICH video productions with limited time
and budget, and that cooperation between ICH experts and video documentation experts was crucial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the content while making it appealing to the larger audience. Furthermore, to ensure that the
records made using precious resources and painstaking efforts would not be relegated to repositories out of the
public eye, they had to be actively exhibited and used in a wide range of media.
Referring to these lessons from the trial projects, ICHCAP laid out its plan for the 10-year project for producing
video documentation of ICH in the Asia-Pacific. This was aimed at documenting living heritage in its habitat
through cooperation between experts in the respective fields as a way to enhance the safeguarding capacities of
member states, and also to raise the visibility of intangible heritage in the region.
The project’s scope began with Central Asia and Mongolia, and expanded to Southeast Asia, Southwest Asia
and the Pacific, going deep into the hidden intangible heritage sites scattered across the Asia-Pacific. 50 videos
have been produced in the four Central Asian states and Mongolia through the first 2-year project (the videos
are available for viewing at the e-Knowledge Center of the ICHCAP website). Currently, the second 3-year
project is underway in eight Southeast Asian states with the goal to produce 80 videos. The resulting videos are
expected to be used in media broadcasts, educational content, and academic research.
The joint production of audiovisual documentation of intangible heritage begins with the formation of an expert
committee to establish guidelines and hold workshops for the joint project. Based on these guidelines, focal
points are selected in each state, followed by the organization of national expert meetings and audiovisual
documentation teams. Expert workshops attended by representatives from each state are held to discuss the
joint project. The elements of intangible heritage selected at the national expert meetings are documented by
the audiovisual documentation teams of the respective states.

Protecting the past for the future :
Digital Documentation as an Imperative Tool for Safeguarding Cultural Heritage

67

The videos produced by the respective states are shown at a premiere attended by the staff who participated
in the production, and who then exchange opinions to form consensus regarding the details of the video
documentation projects. The videos are also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on websites in video library format, as
well as on broadcast media through partnerships with local broadcasters. Other visibility raising projects such as
exhibitions, screenings, and publications are also being implemented. Educational content in the form of video
clips for use in the classroom is also being produced. Discussions with universities are underway as well for the
videos to be used as supplementary educational materials.
Through the above activities, ICHCAP has helped its partner states in the project to enhance their capacities in
ICH video documentation. It also supports the use of the project’s output to raise awareness among the general
public in various ways. States that participate in the project get joint copyright with ICHCAP over the 10 videos
they produce, as well as the right to use videos produced in other participating states.
4. Restoration and Digitization of Analogue ICH Resources
We live in a digital era where memories and time can be revisited with a flick of the fingertips. However, the
rapid evolution of documentation media brought on by such technological advances sometimes renders precious
documentary resources from earlier eras useless. Many old analogue resources that have not been adapted to
the changing environment are now at risk of suffering severe damage from aging.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annot be seen or held in physical form, it has to be preserved through various forms of documentation in the
prevalent storage media of each era. Documentation allows us to understand the evolutionary trends of a certain
elemen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formulate measures for its safeguarding.
Many Asia-Pacific states have been safeguarding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fessionally on a variety of
media. However, due to inadequate storage environments, these analogue resources are experiencing severe
damage. On top of that, many resources cannot be used any more due to rapid technological changes in the
media environment, and this has led to discontinuing certain storage media and related equipment.
ICHCAP’s Project for the Restoration and Digitization of Intangible Heritage Resources was conceived to
digitize outdated or damaged analogue audiovisual resources held by Asia-Pacific member states so that these
resources may be preserved, managed, and used. The need for this project was first raised in 2007 during the
expert meeting in preparation for the project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safeguarding institutions for
national ICH inventorying in Mongolia. The Mongolian ICH experts who visited ICHCAP for the meeting
explained that the analogue materials produced in the 1950s to the 1970s and stored at their institute were
deteriorating with time and would soon become unusable, and so they requested a solution for the problem.
The Korean experience in converting outdated analogue materials provided a model for the project. Reel
tapes that had been recorded during the designation surveys of the 1960s faced the risk of damage with time,
necessitating an urgent restoration and digitization project. A serious issue regarding the storage of 1040 reel
tape rolls at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was raised in 1993. The digitization and reclassification of these resources was carried out from 1994 to 1995. The resulting recordings were remastered
and compiled into a series of CDs, titled Rare Gugak Records, to make them publicly available. The audio files
are now accessible online.
ICHCAP implemented a restoration and digitization project as requested by Mongolian authorities from 2011
to 2012. Korean experts conducted field inspections at the Institute of Language and Literature (ILL) at the
Mongolian Academy of Sciences, MNB Radio, and National Archives of Mongolia and decided that 713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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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reel tapes recorded by ILL in the early 1950s would be restored and digitized. This was followed by visits
by ILL and MNB Radio staff to Korea, during which the plans for the restoration and digitization project were
finalized. Researchers from ILL who were the most familiar with the source materials were to conduct the actual
work of restoration and digitization, after being trained by staff from MNB radio. Officials from the Mongolian
government would audit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A key aspect of the project was the classification of
the materials alongside their digitization. Previously, different kinds of recordings were compiled in a single tape
in the order in which they were recorded. With digitization, the recordings could be rearranged according to a
classification system. Part of the materials produced in this project were compiled and distributed in the form of
a 10-disc CD collection titled Sounds from Mongolian Grasslands.
The restoration and digitization project was thus devised based on such experiences. A total of eight
organizations—Institute of Language and Literature (Mongolia), Vietnamese Institute for Musicology, Fine Arts
Institute of Academy of Sciences of Uzbekistan, National Commission for Culture and the Arts (Philippines),
Music Museum of Nepal, Archives and Research Center for Ethnomusicology (India), Fiji Museum, and Yap
State Historic Preservation Office—have partnered with ICHCAP in the project. The resulting audio files have
been made publicly available online.
5. ICH Info Net and e-Knowledge Center
ICH Info Net, a Network for ICH Information
The key mission of ICHCAP in the field of ICH information is to support Asia-Pacific member states in building
independent capacities to produce, process, and distribute ICH information, while also constructing a system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ICH safeguarding through information sharing. Since before its official
establishment, ICHCAP has been working with member states to produce information on ICH. As time went
by, ICH information began accumulating at ICHCAP and in the respective member states. Thus, the efficient
management and distribution of the accumulated ICH information and materials to reach a wider range of
stakeholders became another focus of our activities.
To this end, ICHCAP supports ICH information services for the public in the various Asia-Pacific states, using
the outcomes of the status survey, inventorying, video production, as well as restoration and digitization projects
alongside ICHCAP publications such as the ICH Courier, newsletters, conference materials, and books.
These issues and processes can be seen in the Korean experience as well. In the 2000s, Korea conducted large
scale digitization projects for the materials it had accumulated over the years. Thereafter, platforms such as th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NIHC) website were constructed to provide the information and materials
to the general public in the 2010s.
One of ICHCAP’s first initiatives was to support the respective states in making specialized websites for providing
ICH information. ICHCAP supported Mongolia, Kazakhstan, Kyrgyzstan, Tajikistan, and Uzbekistan in making
their own national ICH websites. More recently, ICHCAP has developed several web templates for easy website
building, and these are provided to states and communities that require them. For example, ICHCAP cooperates
with the NGO Island Ark Project Foundation to distribute web templates in Palau for information sharing in the
poor IT environment of the Pacific region.
Believing that these platforms will become useless if the sustainability of efforts to maintain them cannot be
ensured, ICHCAP has devised a plan to select and support organizations in the respective states that specialize
in ICH information. Systems of cooperation and support will be built according to the nature and capa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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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se organizations, and ICHCAP will partner with them in a wide range of fields such as technological
consultation, information accumulation, personnel exchange, capacity building, and cooperation projects. This
will be done according to the unique needs of each organization.
To this end, ICHCAP signed the first working agreement with the Research Institute of Culture and Information
(RICI) of Tajikistan last year, providing support for equipment procurement, information collection, and
capacity building. This year, ICHCAP made a working arrangement with the Vietnam Institute of Culture and
Arts Studies (VICAS), providing technological consultations.
ICHCAP also plans to build a system for information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the ICH information
centers of the respective states participating in a network called ICH Info Net. ICHCAP has also been organizing
the Information Officers Meeting for Safeguarding of ICH in the Asia-Pacific Region since 2017 as an offline
platform for the continued discussion of current issues and future challenges.
ICH Platforms and the e-Knowledge Center
ICHCAP also plans to develop an ICH platform the for Asia-Pacific region to deliver useful information on
ICH in the Asia-Pacific more efficiently and rapidly. This is in response to the need for a platform to make the
wide range of information and content produced through cooperation between ICHCAP and member states,
articles from the ICH Courier and e-Newsletter, conference materials and outcome documents, as well as source
materials from partner institutions,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available to all in the public sphere.
In its early days, ICHCAP had constructed an archive for ICH information from a database. However, this archive
is currently no longer in operation as it was created without a mechanism for the creation and distribution of ICH
information. ICHCAP is now working on the construction of ICH Info Net based on the precondition of consent
in advance from the states and communities involved in the generation of ICH related information.

First, ICHCAP helps build ICH information capacities in member states of the Asia-Pacific region, providing
funding and technological support to cooperation projects for collecting and producing ICH information
through inventorying and documentation of national ICH, efficient storage and management of the accumulated
information, as well as processing and producing the materials in digital formats for widespread distribution and
dissemination online.
Secondly, ICHCAP seeks to build an organic information network with independent platforms in the region
supplying and distributing their own knowledge and information, rather than a centrally controlled platform that
directs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towards ICHCAP. To this end, ICHCAP is working with experts and
organizations in the Asia-Pacific to develop metadata and build the necessary systems to connect the individual
platforms in an integrated network, providing technical and financial support.
Thirdly, the archive that ICHCAP hopes to build should not be a simple repository of materials, but rather play an
active role as a data bank enabling the secondary and tertiary processing and production of source materials for
ICH safeguarding and promotion. Various uses for the archived knowledge and information in ICH safeguarding
will be explored, such as the production of digital content and development of online education programs for the
operation of an e-learning system to raise awareness among members of the public, especially youth.
Finally, the Asia-Pacific ICH platform that ICHCAP seeks to build with member states is meant to give users
more convenient access to information. It is meant to be a comprehensive information center providing a wide
range of materials, such as national ICH inventories of the respective states, safeguarding institutions and
policies, information on related conferences and events, and other associated digital content. It should play the
role of an information portal, allowing the information currently distributed within networks between ICHCAP
and member states to be more actively utilized in safeguarding activities by a wider spectrum of users, from
related organizations and experts to members of the general public.

As an interim measure, ICHCAP operates the e-Knowledge center. It aims to be an ICH theme park for sharing
with the public in a user-friendly manner the information and materials produced and processed by the respective
partner states and the ICHCAP. The e-Knowledge center has been designed to be accessible to members of the
public, providing information accumulated by ICHCAP in various surveys, cooperation with member states, as
well as various conferences and events.
The ICHCAP also operates a website for sharing the ICH Courier and e-Newsletter, as well as a website for
online communities. These websites, together with the previously developed ICH archive, will be integrated
into the ICH platform the for Asia-Pacific region once it is completed and ready for use.
While it is important to develop the new platform, ICHCAP places greater emphasis on creating a system for its
sustained operation in the future, building various online and offline networks for this purpose in advance. It is
the ICHCAP’s plan to connect the networks of ICH policymakers, ICH communities, ICH experts, ICH media
communicators, and higher education in ICH within the unified ICH platform for the Asia-Pacific--all the while
communicating and sharing information with each other.
6. Conclusion
One of ICHCAP’s goals is to construct an IT based information network for the active use of accumulated
knowledge and information in safeguarding and promotion of ICH in the Asia-Pacific. As detailed in the
presentation, ICHCAP’s approaches can be summed up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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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기술을 활용한
아태지역 무형유산의 보호:
한국의 경험과 ICHCAP의 활동

1. 들어가는 말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함께 형성된 이른바 정보화 사회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지식과 정보의 원활한 보급, 의사소통의 촉진, 생활의 질적 향상 등을 통해 인류 사회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보급은 전통적인 정보 서비스의 개념을 철저하게 수정하고 새로운 환경을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생성되고 있는 네트워크, 상호협력 및 디지털화의 가능성은 정보와
지식을 취득하고, 보관하고, 보급하는 기능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문화유산 분야에 있어서도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즉, 끊임없이
진보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진흥에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전통적인 방법이 아닌 새로운 양식의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고양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문화다양성의 증진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태지역의 여러 국가들 중에는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못한
나라들도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날 정보가 인류의 발전과 평화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음을 인식하면서, 향후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정보 격차를 해소하려는 국제 사회의 노력이
이들 저개발국 혹은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들의 정보통신기술 관련 역량을 강화하게 할 것이라는 전망을
갖을 필요가 있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특히 발달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온 오프라인상의 정보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아태지역의 문화다양성의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즉,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련 정보를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하고 보급함으로써 아태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센터 활동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박원모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협력네트워크실장

오늘 발표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여러 가지 설립 목적 중에서도 특히 ‘정보의 조정과 보급을 통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역량 제고’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그간에 있었던
몇 가지 센터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들 센터 활동들은 사업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한국의 무형문화재
보호 경험에서 많은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차용하였다.
2. 무형유산 현황조사와 목록작성
1) 국가별 무형유산 보호 현황조사

박원모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협력네트워크실 실장으로 재직 중이며, 문화인류학, 민속학, 민속예능 전공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각지를 다니며 현지조사를 통하여 양국의 민속예능, 특히 제사예능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록사업과 기록방안에 대한 연구 및 동아시아 무형문화재 조사 작업을 담당하였다.
이후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를 한국에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동 센터 활동과 관련하여 아태지역
국가들의 무형유산 보호 및 협약 이행을 위한 여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아태지역의 국가는 다양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 풍부한 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많은 무형의 문화유산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협약 초기 아태지역의 많은 국가는 재정적, 기술적 이유로 말미암아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요구를 반영하여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적절한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아태지역의 무형유산 보호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
이에 센터는 2009년부터 아태지역 5개 소지역 내 각 국가들과 협력하여 해당 국가의 무형유산 보호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수집해 왔다. 센터는 아태지역의 무형유산 보호 현황조사 사업을 통해 각 국가 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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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무형유산 보호 활동을 위한 협력과 방향을 모색하였다.

3. 아태지역 무형유산 영상기록 지원사업

현황조사 사업은 수행에 앞서 무형유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집하고자 하는 정보를 항목화된 질문지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작성된 질문지를 활용해 국가별로 현지 전문기관을 포컬 포인트로 선정하고, 현지
전문가로 하여금 기초자료 수집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하여 현황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현지
전문가는 조사한 내용을 질문지 항목에 맞추어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서와 함께 사진 및 동영상
등 관련 자료를 센터에 제출한다. 조사내용은 해당 국가의, ① 무형유산 보호 제도 및 정책, ② 무형유산
국가 목록, ③ 무형유산 연행자 및 공동체, ④ 무형유산 관련 행사 및 회의, ⑤ 당면 과제와 요구 사항 등이다.

급격한 도시화와 세계화로 인해 무형유산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무형유산의 변화와 그 추이를 파악하는 기록작성이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현존하는 무형유산을 보존·전승하는 데 있어 가시성을 확보하는 양질의 영상기록은 더욱 중요한 보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영상기록은 최신의 기술을 활용해 무형유산을 가장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는
기록매체이자 또한 대중과 소통하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이다. 하지만 아태지역의 영상기록 제작
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이를 위한 많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센터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아태지역 34개국에 대하여 현황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센터와 조사사업
수행 국가들은 해당 결과물을 활용하여 협력사업 개발, 주요 인력 풀 구축, 네트워크 확대 등의 성과를 얻고
있다. 사업의 결과물은 자료집 형식으로 발간되어 관계 기관에 배포하였으며 센터 홈페이지 내 e-지식관을
통해 온라인상에 공개함으로써 회원국들이 보다 효과적이고 적합한 무형유산 보호 활동을 이행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이미 1960년대 지정작업이 시작되면서부터 국립영화제작소를 통해 16mm 영화필름으로
국가무형문화재 각각의 종목에 대한 영상제작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영상을 오늘날에도 해당 종목들에 대한
귀중한 자료로서 평가되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에 대한 본격적인 영상기록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해 1990년대 중반에 시작된 국가지정 중요(국가)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부터이다. 2010년대 초반까지
20년 가까이 진행된 기록화 사업을 통해 한국은 국가지정 중요(국가)무형문화재 130여 종목에 대한 상세한
영상기록물을 확보할 수 있었다.

2) 무형유산 국가목록 정보구축 지원
한국의 경우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국가 무형문화재 지정조사 및 기록화 사업을 통하여 지정
문화재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보관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형유산 보호와 관련된 연구, 교육,
홍보 등 여러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에 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료는 1962년도부터 작성된 지정조사보고서, 1995년도부터 시작된 국가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으로
제작된 지정 종목별 기록도서, 2010년대에 시작된 보유자를 비롯한 전승자들의 생애사 기록물들이다.
센터는 한국의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무형유산 보호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목록에 대한 정보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단하고 설립 이전 기획단 시절부터 아태지역 국가들이 무형유산 국가목록의 작성과
관련하여 해당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적극 협력하였다. 2008년에 몽골과 베트남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 4개국, 2011
년부터는 라오스, 부탄, 미얀마 등의 국가들이 현지조사를 통해 무형유산 목록을 작성함과 동시에 관련
자료를 획득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재정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각국은 협약 체제 하에서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적 관리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국가목록을 작성할 수 있었다. 센터와 해당 국가들은 협력 결과의 한 형태로 무형유산
국가목록 해설집을 발간하기도 하였고 최종적으로 영어와 모국어 2종의 무형유산 목록도서를 발간하여
보급하기도 하였다. 특히, 중앙아 국가들과는 무형유산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개발과 국가
무형유산 전문 웹사이트 제작 등의 사업도 추진하였다. 현재 센터는 8개국 및 1개 소지역과 9종의 무형유산
목록도서를 발간하여 보급하였다.
현재 센터는 관련 목록도서들을 온라인상에서 PDF로만 제공할 수밖에 없는 단점을 보완하고 각국의
국가목록을 보다 효율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방법으로 일반에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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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영상기록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먼저 현지의 전문가들과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2011 년에 베트남의 무형유산 ‘카츄(Ca tru) 창악’과 ‘수중 인형극(Mua Roi Nuoc)’ 및 ‘캅 삭
(cap sac) 의례’ 등의 기록을 시작으로 2013년 몽골의 ‘나담 축제’ 및 ‘샤먼 의례’ 와 2014년 키르기스의
구전 서사시 ‘마나스’를 영상에 담았다.
센터는 세 번의 시범사업을 통해, 한정된 시간과 예산으로 제작되는 무형유산 영상기록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무형유산 영상기록 내용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한편 대중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형유산 전문가와 영상기록 전문가 간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게 되었다. 또한 많은 노력과 예산으로 작성된 기록물들이 아카이브 속에 파묻혀
사장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대상 자료의 적극적인 공개와 다양한 매체의 활용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센터는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회원국의 무형유산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아태지역
무형유산의 가시성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무형유산의 생생한 현장기록을
위해 ‘아태지역 무형유산 영상기록’ 10개년(2015~2024) 사업을 계획하였다.
중앙아시아와 몽골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태평양 지역까지 범위를 넓혀 아태지역 곳곳에
숨겨진 무형유산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하고자 하였다. 현재 중앙아 4개 및 몽골이 1차 2개년 사업으로 50
개의 영상을 제작하였고(관련 영상은 센터 홈페이지 내 ‘e-지식관’에서 볼 수 있다.) 현재 동남아 8개국이
2차 3개년 사업으로 80개의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제작된 영상기록은 방송과 교육 콘텐츠 및 학술적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무형유산 영상기록 공동제작 사업은 우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공동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각국의 포컬 포인트를
선정하고, 이어서 국가별로 전문가위원회 및 영상기록팀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국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전문가워크숍을 통해 공동사업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국가별 전문가위원회에서 선정된 무형유산 종목을
각국의 영상기록팀이 제작하도록 하고 있다. 각국이 제작한 영상기록물들을 제작에 참가한 각국 대표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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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 모여 시사회를 개최하고 서로 간의 의견교환을 통해 영상제작 사업에 대한 컨센서스를 만들어 나간다.

서비스하고 있다.

각국에서 제작된 영상물은 영상 라이브러리 형식의 전문 웹사이트를 제작해 일반에 공개되고 있으며 각국의
방송사를 통해 방영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또한 영상 전시회, 출판물 발간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 및
가시성 제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비디오 클립 형식의 교육용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대학 수업에서 부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대학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센터는 몽골의 요청에 따라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개년에 걸쳐 자료 복원 및 디지털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한국의 전문가들이 몽골 과학아카데미 언어문학연구소, MNB라디오, 국가기록원 등을
방문하여 현장 실사를 실시하였고 결과 언어문학연구소가 1950년대 초반에 녹음한 릴 테이프 713시간
분량의 자료를 복원하고 디지털화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몽골의 해당 연구소와 MNB라디오 관계자
등이 한국을 방문하여 복원 및 디지털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해당 자료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직접 복원 및 디지털화를 진행하고 MNB라디오 관계자가 이들 연구원들을
사전 교육을 하고 몽골 정부 관계자가 해당 사업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는 구조로 사업을 설계하였다.
해당 사업에서 중요하게 여긴 것 중 하나는 자료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자료의 분류 작업이었다. 매체의
성격상 하나의 테이프에 여러 종류의 음원들이 녹음 순서에 따라 나열되어 있던 것을 분류체계에 따라 다시
재배열할 수 있게 되었다. 해당 사업의 결과물의 일부는 콜렉션 형식으로 ‘초원을 달리는 소리’라고 하는
제목의 10장의 CD로 제작·배포되었다.

이상과 같이 일련의 작업을 통해서 센터는 공동작업에 참여한 국가들이 무형유산 영상기록에 대한 자국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해당 결과물을 활용하여 일반대중의 인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형태로 후원하고 있다. 본 사업에 참여한 국가들은 자국이 생산한 영상 10편에 대하여 센터와
함께 공동 저작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무형유산 아날로그 자료복원 및 디지털화
오늘날 우리는 손끝의 작은 움직임 하나로 과거의 시간과 기억이 한눈에 펼쳐지는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발달이 불러온 기록 매체의 급격한 변화는 이전 시대의 귀중한 기록 자료들을 효용가치
없는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시키기도 한다. 무형유산 관련 기록 자료들 또한 예외가 아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오래된 많은 아날로그 자료들이 노후화로 인한 심각한 훼손 위기에 직면해 있다.
무형의 문화유산은 그 성격상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시대마다 통용되는 저장매체를 통하여
여러 가지 기록의 형태로 보존된다. 우리는 이러한 기록 작성을 통하여 해당 무형유산의 변화의 추이를
이해하고 해당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강구하게 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많은 나라들은 자국의 귀중한 무형유산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전문적인 기록작성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열정을 가지고 기록해 온
아날로그 자료들이 열악한 보존 환경으로 인하여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록 매체의
생산 중단 등 시대에 따라 기록 작업의 환경이 급변하는 것으로 인해 재생 불가능한 상태에 놓인 자료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센터는 무형유산 자료복원 및 디지털화 사업을 통해 아태지역 회원국들이 소장한 노후화되거나 훼손된
아날로그 시청각 자료들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보존·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하게 되었다.
해당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은 몽골의 무형유산 국가목록 작성을 위한 보호 제도 구축 지원사업에
대한 준비 단계로 전문가 회의가 진행되고 있던 중 2007년도이다. 이때 센터를 방문한 몽골의 전문가
일부가 자신들의 연구소에 보관중인 1950~70년대에 획득한 아날로그 자료들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 사용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며 해결방안을 요청해 왔다.
해당 요청에 대해 한국의 유사 경험은 중요한 모델이 되어 주었다. 한국 또한 1960년대부터 지정조사
과정에서 획득된 릴 테이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훼손 위기에 처해 긴급히 복원 및 디지털 작업을 추진한 바
있다. 즉,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중인 릴 테이프 1040롤에 대해 1993년 관리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1994년에서 1995년까지 해당 자료에 대한 디지털 변환 및 자료 분류 작업이 진행되었다. 결과물은
보정작업을 거쳐 ‘희귀국악음반’ 시리즈로 CD를 제작하여 일반에 제공하였고 지금은 온라인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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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험을 통해 설계된 ‘자료복원 및 디지털화 사업’은 몽골언어문학연구소 이후 베트남음악연구소,
우즈베키스탄예술연구소, 필리핀문화예술위원회, 네팔음악박물관, 인도민족음악아카이브연구센터,
피지박물관, 야프역사보존연구소 등 현재까지 총 8개 기관과 함께 진행하였다. 관련 음원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일반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 ICH Info Net과 e-Knowledge Center
1) 무형유산 정보 네트워크 ICH Info Net
무형유산 정보와 관련하여 센터의 주요 임무는 아태지역 회원국들이 스스로 무형유산 정보를 생산하고
가공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자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서로 간 정보 공유를 통해서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센터는 설립 이전 단계에서부터 회원국들과 함께 무형유산 정보를 생산하는 일에 매진해 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련 정보들이 센터에도 각국에도 쌓이기 시작하여 가시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축적된 무형유산 정보와 자료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다 많은 이해당사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센터는 앞에서 소개한 현황조사, 목록작성, 영상제작, 자료복원 등의 결과물과 함께 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ICH Courier와 뉴스레터, 각종 회의자료 및 관련 발간 도서 등을 활용하여 아태지역 각국들이
자국의 국민들을 위해 무형유산 정보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고민과 과정은 한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었다. 한국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동안 축적된
자료들을 디지털화하는 사업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고 2010년대에 들어서 현재의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지식과 정보를 일반에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처음 센터가 시도한 것은 각국이 무형유산 전문 웹사이트를 제작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몽골, 카작, 키르기스, 타직, 우즈벡 등의 국가들이 자국의 무형유산 사이트를 제작하도록 지원하였다.
한편 센터는 무형유산 웹사이트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최근에는 몇 가지 종류의 웹템플릿을 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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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하는 국가나 공동체에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센터는 열악한 태평양 지역의 정보보급을 위하여
NGO 단체인 아일랜드아크프로젝트재단과 함께 팔라우에 웹템플릿을 보급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센터는 이러한 사업들이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용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국가별로 무형유산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관들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하였다. 각 기관의 성격과 역량에 따라 센터와 필요한 협력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센터는
무형유산 정보기관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자문, 정보구축, 장비지원, 인적교류, 역량강화, 협력사업
등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협력관계를 가질 예정이다.

센터는 플랫폼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보다 방점을 두고 이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온ㆍ오프라인상의 네트워크를 사전에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형유산 정책담당자 네트워크, 무형유산 공동체 네트워크, 무형유산 전문가
네트워크, 무형유산 미디어 통신원 네트워크, 무형유산 고등교육 네트워크 등 이들 각각의 네트워크가
아태지역 무형유산 플랫폼이라고 하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센터의 하나의 과제이다.
6. 맺음말

현재 작년에 타지키스탄 문화정보연구소와 첫 번째 업무협약을 맺고 장비지원, 정보구축, 역량강화
등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베트남문화예술연구소와 업무약정을 채결하고 기술자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는 이상과 같이 아태지역 무형유산에 관한 축적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무형유산 보호와 진흥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실천함에 있어서 센터는 앞의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음과 같은 접근방법을 추구하고 있다.

각국의 무형유산 정보센터는 ICH Info Net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의 멤버로 참가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 센터는 무형유산 정보담당관 회의를 지난 2017년부터 개최하고
있으며 정보담당관 회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현안 문제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오프라인상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센터는 아태지역 회원국들이 자국의 무형유산 목록작성과 기록작업 등을 통해 자국의 무형유산
정보를 수집ㆍ생산할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획득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저장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형식으로 가공ㆍ제작하여 온라인을 통해 일반대중에게 널리 보급ㆍ확산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통해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회원국들이 무형유산 정보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 무형유산 플랫폼과 e-Knowledge Center

둘째, 센터는 아태지역의 무형유산 관련 플랫폼을 구축함에 있어서 그 지식과 정보가 센터로만 집중되는
중앙 집권적인 형태의 플랫폼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하여 아태지역의 개별 플랫폼들이 각자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하는 유기체적인 형식의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지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센터는 아태지역 전문가 및 관련기관들과 협력하여 각각의 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개발 플랫폼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기 위한 메타데이터를 개발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센터는 아태지역의 무형유산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무형유산
이해당사자들에 전달하기 위하여 ‘아태지역 무형유산 플랫폼(가칭)’을 개발하는 것을 계획 중에 있다.
센터가 회원국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생산한 무형유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 그리고 ICH Courier와
e-뉴스레터 등을 통해 수집된 기사, 각종 행사를 통해 축적된 회의자료와 관련 결과물, 그리고 협력기관과
단체, 개인 등이 제공한 관련 자료 등 다양한 무형유산 관련 지식과 정보를 공공영역에서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의 필요가 제기된 것이다.
센터는 설립초기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무형유산 아카이브를 구축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아카이브는
무형유산 정보를 생산하고 보급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탓에 현재에는
폐쇄된 상태이다. 센터는 해당 무형유산에 관한 정보는 철저히 해당 국가나 공동체의 사전동의 하에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상기 ICH Info Net을 만들고 있다.
임시방편으로 센터는 센터와 회원국 파트너들과 함께 생산ㆍ가공한 정보와 자료들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한가지 방안으로 e-Knowledge center라고 하는 무형유산 온라인 테마파크를
개발하여 제공하였다. e-Knowledge center에는 센터가 여러 가지 조사사업을 통해 획득한 무형유산
정보, 회원국과 협력사업을 통해 수집한 콘텐츠, 각종 회의 및 행사를 통해 축적한 자료들을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용의하게 디자인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셋째, 센터가 구축하려고 하는 아카이브는 단순히 자료를 모아놓는 저장 창고의 역할만이 아니라,
원본 자료를 2차, 3차로 가공, 제작하여 무형유산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뱅크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담당하고자 한다. 무형유산 보호와 진흥을 목적으로 아카이브에 축적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일반대중, 특히 청소년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상의 교유과정을 개발하여
이러닝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이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넷째, 센터가 회원국들과 함께 구축하려고 하는 아태지역 무형유산 플랫폼은 각국의 무형유산 관련 목록
정보를 비롯하여 보호 제도 및 정책 현황, 관련 회의 및 행사 정보, 관련 디지털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정보센터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사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관련
정보에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센터와 회원국 간의 정보 네트워크 속에서 유통되고 있는
무형유산 관련 각종 정보와 관련 지식들이 관계기관 및 전문가를 비롯하여 일반대중에 이르기까지 보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무형유산 보호 활동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포털 사이트의 기능도 담당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센터는 ICH Courier와 e-뉴스레터를 서비스하기 위한 사이드, 온라인 커뮤니티를 위한 사이드
등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모든 사이트들은 ‘아태지역 무형유산 플랫폼’이 개발되면 이전에
개발했던 무형유산 아카이브와 함께 하나로 통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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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Digital
Documentation in
Con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
Current Issues and
Related Innovative
Technologies
유형유산 디지털 기록화 - 최신 현황과 혁신 기술

Geometric
Documentation of
Heritage and CIPA's Role

T

aking care of mankind’s cultural heritage is an obligation to us and to our future generations. Cultural
heritage, tangible or intangible, is recognized by all civilized countries of the world as the most important
carrier of historic memory for mankind. It bears the historic passage of our ancestors from this world and signifies
the evolution of humanity through the ages. Hence, it is a carrier of historic memory for all mankind and an ark
of national and global civilization.
Cultural heritage implies the monuments, but also every kind of document or evidence of civilization. It may be
distinguished as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angible heritage means all built heritage, including
various artefacts. On the other h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cludes all traditions, songs, poems, legends,
handicraft, recipes, music, dances, etc. One cannot enjoy and appreciate tangible heritage without its connection
to intangible heritage—they go hand in hand. An ancient temple means nothing without the knowledge of the
rituals that were going on there. Hence, both must be protected together.
However, cultural heritage is not respected and protected as it should be in all cases. Hence, cultural heritage is
in great danger as it may be destroyed, lost, altered, or forgotten for a number of reasons. The main sources of
danger are natural hazards as well as violent actions such as wars, terrorism, looting, illicit trafficking, vandalism,
modern construction activities, globalization, modern ways of life, indifference, urban population growth, and
many more. In Figure 1, some examples of such destructions are depicted.
Nowadays, numerous experts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Contemporary technological
advances, i.e. digital achievements, and also all available digital documentation techniques, along with
contemporary non-destructive techniques for cultural heritage pathology diagnosis and conservation, have
greatly helped this cause.
Documentation is absolutely needed for any protection or conservation intervention, as dictated by the Venice
Charter (1964). In Article 16, it is stated that “In all works of preservation, restoration or excavation, there
should always be precise documentation in the form of analytical and critical reports, illustrated with drawings
and photographs…” We should document today what we possibly are not going to have tomorrow. At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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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estruction of cultural heritage due to natural hazards, looting, and violent actions (image
copyrights: http://www.topontiki.gr [top left], Author [top middle], UNITAR-CNES [bottom left],
http://www.independent.co.uk [bottom middle], https://www.eeri.org [top and bottom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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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we should monitor its state in order to apply proper management of cultural heritage towards protection
and conservations studies. Public awareness for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should also be raised.
Consequenty, the ideal way to protect cultural heritage is to constantly take care of it through certain protective
actions. Such actions, as dictated by the numerous international conventions adopted by UNESCO, ICOMOS,
and other bodies are as follows:
• Documentation (geometric, architectural, historic, etc.) involving 2D and/or 3D for archiving, studies,
planning protective interventions, etc.
• Accurate measurements suitable for restoration actions, reconstructions, structural studies, protection,
etc.
• Monitoring of its state, involving recording deformations, state of materials, assessing pathology, etc.
• Proper management of its data for sustainability, risk management, etc.
• Preservation possibilities specially suited for fragile objects (e.g. libraries, etc.).
• Public outreach which involves visualization, dissemination, raising awareness of the public, etc.
Geometric documentation has been the responsibility of experts concerned with the care of cultural heritage.
Traditionally, these mainly belonged to the field of archaeology and architecture. However, over the past thirty
or forty years, a growing number of different specialists developed an interest in the monuments as they were
able to contribute to their study, maintenance, and care. Among them are surveyors, photogrammetrists, and
geomatics engineers in general, as technological advances have enabled them to produce interesting, alternative,
and accurate geometric documentation products. Cultural internationalism, as we know it today, was an outcome
of the First World War, with the creation of the League of Nations, and especially of the Second World War,
with the creation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UNESCO. The Athens Conference for the
Restoration of Historic Monuments (1931), organised by the International Museums Office, and the Athens
Charter (1933), drafted by Le Corbusier at the fourth assembly of the International Congresses on Modern
Architectureand published anonymously in Paris in 1941, both represent a major step in the evolution of ideas.
They both reflect a growing consciousness among specialists all over the world, introducing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heritage.
Today, the mentality is gradually changing. Traditionally involved experts, such as archaeologists and architects,
tend to accept and recognize the contribution of other disciplines to the agenda of cultural heritage. Hence, it is
rapidly becoming an interdisciplinary and intercultural issue (Figure 2).
CIPA-Heritage Documentation is an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ttee of ICOMOS. which was established in
1969 in cooperation with ISPRS (International Society for Photogrammetry and Remote Sensing). They both
formed CIPA-Heritage Documentation to bring technological expertise from ISPRS into conservation in order
to bridge the obvious gap. CIPA’s mission is to bring technological advancements to the aid of the world of
conservation for the benefit of cultural heritage.

Figure 2. The interdisciplinary contribution to cultural heritage (© Author)
The digital technologies available today concern instrumentation, data form and processing, hardware, as well as
software to collect and process digital data. These advancements have improved automation, speed, and accuracy.
Most importantly, they have enabled the production of alternative documentation products, such as orthophotos,
3D models, etc. In addition, technology has changed the way of thinking of traditional professions—they expect
more nowadays. It should be noted that UNESCO has published the Charter for Digital Heritage in 2003.
However, bringing technology to conservation creates a conflict. Traditional professions resist the introduction
of technology in their scientific fields. Hence, a communication gap arises. CIPA is trying to bridge the gap
by promoting interdisciplinarity and disseminating technological advancements to the conservation community
through the biennial International Symposia, workshops, as well as educational events like the annual Summer
School and other similar schools around the world. This effort needs a lot of manpower and all interested
individuals should consider becoming CIPA members and contribute.

Geometric documentation is particularly important before any study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It is
a subset of integral documentation, and it determines the form, size, and position of a monument in 3D space
at a given moment in time, thus enabling monitoring. Geometric documentation implies the careful choice and
determination of a set of points and their projection on horizontal and vertical planes. 2D traditional drawings
are thus produced. Today, 3D models are possible, but we are not yet mature enough to perform conservation
studies on 3D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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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의 기하학적 기록화와
CIPA의 역할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의무다. 세계의 모든 문명국가들은 유형이건
무형이건 간에 문화유산이 인류의 역사적 기억의 가장 중요한 전달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유산은 우리
조상들이 거쳐 온 역사적 과정을 담고 있으며 누대에 걸쳐 이루어진 인류 진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유산은
모든 인류를 위한 역사적 기억의 전달자이며 문명의 보고이다.
문화유산은 기념물은 물론 문명에 대한 모든 종류의 기록 혹은 증거물을 의미하며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형유산에는 모든 건축유산과 다양한 유물이 포함되며 무형문화유산에는
전통, 노래, 시, 전설, 공예품, 조리법, 음악, 무용 등이 포함된다. 사실 무형적 요소를 빼고는 유형유산을
제대로 감상하고 즐길 수 없다. 이 두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예를 들어 고대 사원의 경우 사원에서
행해지는 의례와 관련된 지식을 모르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함께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연히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화유산이 제대로 존중받거나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문화유산은 수많은 이유로 파괴되고 소멸되며 변형되거나 잊히면서 위험에 처하게 된다. 위기에 처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연재해와 전쟁, 테러와 같은 폭력적 행위, 약탈, 불법 거래, 문화파괴주의,
현대의 건설사업, 세계화, 현대적 생활 방식과 무관심, 도시인구 증가 등이다. 그림 1은 그러한 파괴의 일부
사례를 보여준다.
그림 1 문화재 파괴(자연재해, 약탈 및 폭력 행위) (이미지 저작권: http://www.topontiki.gr (왼쪽 위),
저자(가운데 상단), UNITAR-CNES(왼쪽 아래), http://www.independent.co.uk (오른쪽)
오늘날 많은 전문가들이 문화유산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현대의 기술 발전, 즉 디지털 성과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의 병리학적 진단과 보존을 위한 비파괴적 기술과 함께 이용 가능한 모든 디지털 기록 기술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
베니스 헌장(1964년)에 명시되어 있듯이 보호나 보존을 위해서는 기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제16
조에는

안드레아스 게오르고폴로스
이코모스 CIPA 회장*
그리스 아테네 국립공과대학교 교수, 사진측량연구소 소장

안드레아스 게오르고풀로스(Andreas Georgopoulos) 박사는 사진측정학 교수로 NTUA의 측량 공학 학교의 사진측정학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그는 런던 대학교에서 측량학으로 학사(NTUA 1976), 이학석사(1977)와 박사(1981)학위를
취득하였다. 1980년부터 NTUA UCL에서 사진측량법과 기념물 기록화를 가르치고 있으며, KULLeuven (RLICC), CUT,
에게안(Aegean)대학교에서 초빙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1999년부터 NTUA의 연구 위원회 위원으로, 측량기계대학의
부원장(1998-2002)과 소장(2002-2006)을 역임했다. 2006년 이후 ICOMOS CIPA-유산기록의 ISC 집행이사회
위원으로, 사무총장(2010-2014)을 역임했으며 현재 의장으로 있다. 그는 디지털 사진측정과 기념물 기록화에 관한 수많은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또한 다수의 국제 학술지와 국제회의에서 약 250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그의 여구의 주된
관심분야는 문화유산의 3D 모델링, 사진 측량 자동화, 현대 디지털 기법이다.
*현재 이코모스 CIPA 헤리티지 도큐멘테이션 부회장, 이코모스 인터네셔널 이사 (2020~)

그림 1 문화재 파괴(자연재해, 약탈 및 폭력 행위) (이미지 저작권: http://www.topontiki.gr (왼쪽 위),
저자 (가운데 상단), UNITAR-CNES (왼쪽 아래), http://www.independent.co.uk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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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보존·복구·발굴 활동에는 도면·사진으로 도해한 분석·비판 보고서 형식의 정밀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보호 및 보존 연구에 적절한 문화유산관리를 적용하기 위해 우리는 문화유산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동시에 어쩌면 내일이면 없어질지도 모를 유산을 오늘 당장 기록해야 한다. 또한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이상적인 방법은 보호 조치를 통해 끊임없이 관리하는 것이다. 유네스코,
ICOMOS 및 기타 기관이 채택한 수많은 국제 협약에 언급된 조치는 다음과 같다.
• 보관, 연구, 보호 개입 계획 등을 위한 2D 및/또는 3D 관련 기록(기하학적, 건축적, 역사적 기록 등)
• 복원 작업, 재건, 구조 연구, 보호 등에 적합한 정밀 측정
• 상태 모니터링, 변형 기록, 재료 상태, 병리 평가 등
• 지속가능성, 위험관리를 위한 적절한 데이터 관리
• 취약한 유물에 대한 가능한 보존 방법(예: 라이브러리 등)
• 시각화, 보급, 대중의 인식 제고 등과 관련된 공개 자료
기하학적 기록은 문화유산보호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의 책임이었다. 전통적으로 이는 주로 고고학과 건축
분야에 속했다. 그러나 지난 30~40년 동안 다른 영역의 많은 전문가들이 유산에 관심을 갖고 유산의 연구,
유지 및 관리에 기여해 왔다. 그들 중에는 측량사, 사진 측량사 및 측광학 엔지니어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술의 발전으로 그들은 흥미롭고 대안이 될 수 있는 정확한 기하학적 기록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
국제주의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국제연맹의 창설과 더불어 1차 세계대전의 결과물이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유엔기구가 창설되고 유네스코가 설립되었다. 국제 박물관 사무국은 역사 건축물의
복원에 관한 아테네 회의(1931)를 주최했으며, 1941년 르 코르뷔지에가 제4차 근대건축 국제회의(1933)
에서 초안한 아테네 헌장이 파리에서 익명으로 발표되었다. 이는 모두 사상 발전에서 중요한 진전이었다.
왜냐하면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유산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유산에 대한 전 세계 전문가들의 의식의 발전을
반영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사고방식은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고고학자나 건축가처럼 전통적으로 유산과 관련된 전문가들은
문화유산 의제에 대한 다른 학문의 기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문화유산은 최근
급속도로 학제 간, 문화 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그림 2).
CIPA-유산기록(CIPA-Heritage Documentation)은 1969년에 ISPRS(International Society for
Photogrammetry and Remote Sensing)와 공동으로 설립한 ICOMOS의 국제과학위원회다. ISPRS
와 ICOMOS는 명백한 격차를 해소하고 ISPRS의 기술적 전문지식을 보존분야로 가져오기 위해 1969
년에 CIPA-유산기록을 구성했다. CIPA의 임무는 문화유산에 도움이 되도록 보존분야에 기술적 발전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림 2: 문화유산에 대한 학제 간 기여 (© 저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발전은 자동화, 속도 및 정확성을 향상시켰으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사영상, 3D 모델 등과 같은 대안적 기록물 생산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요즘 기술발전에 따라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되면서, 전통적인 직업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유네스코가 2003년에 디지털유산헌장을 발표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하지만, 기술을 보존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은 갈등을 유발한다. 전통적인 전문가들은 그들의 전문 분야에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저항한다. 따라서 의사소통에 격차가 발생한다. CIPA는 2년마다 열리는 국제
심포지엄, 워크숍, 그리고 매년 열리는 여름학교와 같은 교육 행사를 통해 학제 간 연구를 촉진하고 기술
발전을 보존 공동체에 보급함으로써 격차를 메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많은 인력이
필요하므로 모든 관심 있는 사람들은 CIPA 회원이 되어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기하학적 기록은 문화유산 보호 연구를 하기 전에 특히 중요하다. 이는 통합 기록의 하위집합이며, 정해진
시점에 3D 공간에서 기념물의 형태, 크기 및 위치를 결정하여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한다. 기하학적 기록은
일련의 점과 수평과 수직면 상에 투사된 점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전통적인
2D 도면이 만들어진다. 오늘날 3D 모델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아직 3D 모델을 적용한 보존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다.
오늘날 이용 가능한 디지털 기술은 디지털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기 위한 계측, 데이터 형식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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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Practices in
Heritage Documentation

Introduction

B

est practices (BP) and guidelines represent a fundamental topic, especially when a given technology matures
enough that many users, not totally familiar with it, decide to approach that technology to make it mainstream.
This is, for example, the case with 3D modelling methodologies; many users, also non-experts, have tried to
approach them, especially after the emergence and diffusion on the market of high quality, non-metric, and
relatively cheap digital cameras, together with many software solutions for 3D image-based modelling. If several
technical standards have already been adopted for the traditional surveying and dimensional contact metrology
fields, it is only in the last few years that BP-related projects and information have appeared in the field of 3D
Cultural Heritage (CH).
A best practice is a process or method that, when executed effectively, leads to enhanced project performance
(Cheok et al., 2008) and ensures, or at least increases, the chance of performing quality data acquisition and
subsequent use in a given field (Beraldin et al., 2011). Since documenting is part of a measurement process, the
basic principles and practical issues that affect the making of measurements should be considered when dealing
with CH documentation. A Good Practice Guide was created by Goldsmith (2010), where six guiding principles
to perform good measurements are stated, i.e.:
•
•
•
•
•
•

the right measurement;
the right tools;
the right people;
regular review;
demonstrable consistency;
the right procedure.

The key challenge here is not to get the right answer—no measurement is exactly right—but to (i) decide on the
uncertainty that can be tolerated, (ii) express this uncertainty, or margin of doubt about a measurement, and (iii)
estimate the size of the uncertainty from each factor affecting the measurement result.

Isabella Toschi
3D Optical Metrology (3DOM) Unit, Bruno Kessler Foundation (FBK), Trento, Italy

Best practice workflow
From the documentation published by the ASTM E57.03 committee (Cheok et al., 2008), a BP structure can be
derived (Figure 1) and adopted to increase the chance of success of a CH documentation project. Among others,

Isabella Toschi is a researcher in the 3D Optical Metrology (3DOM) research unit of the Bruno Kessler Foundation
(FBK). At the same time, she serves as the secretary of the ISPRS Technical Commission II (Photogrammetry), as
a member of the O3DM Scientific Committee (ex SPIE Videometrics), and as a reviewer for several international
journals. She holds a BSc. and an MSc. degree in Environmental Engineering from the University of Modena
and Reggio Emilia, and a PhD from the School of High Mechanics and Automotive Design & Technology of the
same university. Her current research interests vary from automation in 3D recording and modelling to sensor
integration and geospatial data processing.

Figure 1. BP structure for CH documentation (adapted from Cheok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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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elements of the workflow need special attention and will be briefly described in the following:
The main objective of a proper data acquisition plan is to minimize the impact of measurement uncertainties for
any given deliverable. First, this requires defining the level of spatial resolution and accuracy necessary, given
a budget and time frame. Second, the sensor(s) and imaging technique(s) that best fit these needs should be
carefully selected. Both active and passive optical sensors for three-dimensional measurements can be adopted
and possibly integrated, being that multi-sensor data integration is rapidly becoming the most effective solution
to extend the system’s spatial/temporal coverage. Finally, a rigorous experimental characterization of the sensor
performance is paramount in order to verify that it actually performs within predetermined specifications.
Furthermore, the strong geometric and visual consistence of a 3D representation is an essential condition for
the documentation and analysis of heritage artefacts. Therefore, a proper quality assessment is needed to (i)
estimate the final quality level that characterizes the result of a measurement, and (ii) define whether it meets the
required expectations. Two approaches are generally adopted here, using either ‘reference’ data acquired with
reference instruments and techniques, or geometric artefacts with known form and size (e.g. spheres, flat planes,
and gauge blocks). On the one hand, the latter approach has a better metrological traceability than the former,
which sometimes lacks clear links to internationally recognize standards. On the other hand, performing data
inter-comparison can be a valuable solution, provided that a proper budget estimation is performed to account
for the most important components of measurement uncertainty that affects the reference data.
Examples of best practices
Four exemplary BP-related case studies (CS) in the field of CH documentation are briefly reported below. These
research works were carried out by the FBK-3DOM team in the framework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search
collaborations.
• CS1 – Planning & acquisition: Bologna porticoes, Italy (Figure 2a, Remondino et al., 2016).
• Aim: develop a reliable working approach (surveying, modelling, visualization) to capture the shape and
color of large and complex scenarios.
• Methodology: various techniques and sensors are used and compared to define the most suitable and timeeffective one. Finally, terrestrial photogrammetry is adopted.
• Lesson learnt: a proper evaluation of the most suited documentation technique is paramount and should be
performed by adopting rigorous data quality analyses.
• CS2 – Integration & data fusion: Neptune Temple, Italy (Figure 2b, Farella et al., 2019).
• Aim: generate a complete 3D representation of a complex architectural structure.
• Methodology: multi-platform data integration (UAV and terrestrial imagery) is performed, by adopting a
hybrid photogrammetric pipeline based on quality features indicators.
• Lesson learnt: combining data from multiple platforms is an efficient solution towards a more complete
3D digitization, but it requires the development of an ad-hoc procedure for information augmentation and
uncertainty management.
• CS3 – Big data visualization: Buonconsiglio Castle, Italy (Figure 2c, Ramos et al., 2016).
• Aim: develop a scalable methodology to survey large architectural structures and explore the enriched 3D
data online.
• Methodology: 3D results (photogrammetric point clouds) are enriched with metadata and historical
information, and shared on the internet using a customized point-based viewer (http://3dom.fbk.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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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BP-related case studies: Bologna porticoes (a), Neptune Temple (b), Buonconsiglio Castle
(c), and Etruscan tomb (d).
repository/buonconsiglio_castle/web_pages/home.html).
• Lesson learnt: web-based platforms can be efficiently used to visualize a big amount of data, for valorization,
dissemination, and communication purposes.
• CS4 – Data enrichment: Etruscan tomb, Italy (Figure 2d, Grilli and Remondino, 2019).
• Aim: automatically identify (segment) the deteriorated surface’s areas on the painted walls.
• Methodology: supervised and unsupervised machine learning strategies are tested, using both a texturebased and a geometry-based approaches.
• Lesson learnt: RGB information and 3D geometry can be exploited to classify 3D CH data and increase the
knowledge on their past/present status.
Conclusions
CH documentation is paramount to digitally preserve and valorize our past using the latest ICT solutions.
Therefore, clear statements and information on how to do it properly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se are
generally referred to as best practices. The following take-away messages summarize some useful BP for CH
documentation:
• a full understanding and characterization of the performance of each sensor/software are paramount;
• multi-sensor and multi-platform data integration is the future trend, and these require the development of
rigorous procedures for value augmentation and uncertainty management;
• web-based access to 3D data, with querying functionalities and links to various type of information, is a
powerful dissemination key;
• value-added products can be generated by 3D data segmentation and semantic enrichment for further 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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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etation, and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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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기록의 모범 사례

서론
모범사례(Best Practice, BP)와 지침은 특히 많은 사용자가 특정 기술에 완전히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 기술에
접근하여 대세로 만들만큼 충분히 성숙할 때 본질적인 주제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3D 모델링 방법론의
경우, 3D 이미지 기반 모델링을 위한 많은 소프트웨어 솔루션과 함께, 특히 고품질의 비메트릭적이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디지털 카메라가 시장에 등장하고 확산된 후, 비전문가인 많은 사용자들이 이 기술에
접근하려고 노력해왔다. 전통적인 측량 및 치수 접촉 측량학 분야에 이미 몇 가지 기술 표준이 채택되었지만,
모범사례 관련 프로젝트와 정보가 3D 문화유산(CH) 분야에 나타난 것은 지난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모범사례는 효과적으로 실행될 때 강력한 프로젝트 성과를 가져오고(Chok et al., 2008) 특정 분야에서
질적 데이터 획득 및 차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거나 최소한 증가시키는 과정 또는 방법이다
(Beraldin et al., 2011). 기록화는 측정 과정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유산 기록을 다룰 때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원칙과 실질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모범사례 지침은 양호한 측정을 수행하기 위해 명시한
6가지 지침 원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골드미스, 2010).
• 정확한 측정
• 올바른 도구
• 올바른 사람
• 정기적인 검토
• 입증할 수 있는 일관성
• 올바른 절차
여기서 중요한 과제는 정확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측정은 없기 때문에 (i)
용인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결정하고, (ii) 측정에 대한 불확실성 또는 의심의 여지를 표현하며, (iii)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인에서 불확실성의 크기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사벨라 토스치

이탈리아 트렌토 브루노케슬러재단(FBK) 3차원광학측정부

이사벨라 토쉬는 브루노 케슬러 재단(FBK)의 3D 광학측정학(3DOM) 연구소의 연구원이다. 동시에 그녀는 ISPRS 기술
위원회 II(Photogrammetry)의 총무, O3DM 과학 위원회(전 SPIE 비디오 측정)의 위원, 그리고 여러 국제 학술잡지의
검토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모데나와 레지오 에밀리아 대학에서 환경공학 학사 및 이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같은
대학의 첨단 기계 및 자동차 디자인 기술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그녀의 연구 관심 분야는 3D 기록 및 모델링
자동화에서부터 센서 통합 및 지리공간 데이터 처리까지 다양하다.

그림 1 CH 기록을 위한 BP 구조(Cheok et al., 2008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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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사례의 워크플로우
ASTM E57.03 위원회(Chok et al., 2008)에서 발행한 문서에서 BP 구조를 도출하여(그림 1) 문화유산
기록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다른 요소들 중, 두 가지 작업 흐름의 요소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다음에서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적절한 데이터 수집 계획의 주요 목적은 특정한 결과물에 대한 측정 불확실성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첫째, 이것은 정해진 예산과 기간을 고려하여 필요한 공간 해상도와 정확성의 수준을 정해야 한다. 둘째,
이러한 요구에 가장 적합한 센서와 영상 기법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3차원 측정을 위한 능동 및 수동
광학 센서는 둘 다 채택되어 통합될 수 있으며, 멀티 센서 데이터 통합은 시스템의 공간적/시간적 범위를
확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센서 성능의 엄격한 실험 평가는 설정된 사양
내에서 실제로 수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3D 표현으로 이루어진 강력한 기하학적 및 시각적 일관성은 유산 기록 및 분석에 필수적인 조건이다.
따라서 (i) 측정 결과를 특징짓는 최종 품질 수준을 추정하고, (ii) 요구되는 기대치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하려면 적절한 품질 평가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접근방식을 채택한다. 하나는
기준 계기 및 기법으로 획득한 ‘참조’ 데이터이며 다른 하나는 형태와 크기가 알려진 기하학적 물체(예: 구,
평면 및 게이지 블록)를 활용하는 것이다. 후자의 접근방식은 전자에 비해 도량형 추적성은 더 낫지만, 종종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표준에 대한 명확한 상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한편, 참조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는 측정
불확실성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는 적절한 예산 편성이 수행된다면, 데이터의 상호 비교를 수행하는
것이 소중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모범 사례
다음에서는 문화유산 기록 분야에서 네 가지 모범적인 BP 관련 사례 연구(CS)를 소개한다. FBK-3DOM
팀이 국내외 공동연구 틀에서 연구 작업을 수행했다.
• CS1 – 계획 및 수집: 이탈리아의 볼로냐 포르티코(그림 2a, Remondino et al., 2016).
• 목표: 크고 복잡한 시나리오의 모양과 색상을 포착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작업 방식(조사, 모델링,
시각화)을 개발
• 방법론: 가장 적절하고 시간 효율적인 방법을 정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과 센서를 사용하여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지상 사진 측량법을 채택한다.
• 교훈: 가장 적합한 기록 기법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가장 중요하며 엄격한 데이터 품질 분석을 채택하여
수행해야 한다.
• CS2 – 통합 및 데이터 융합: 이탈리아 포세이돈 신전(그림 2b, 파렐라 외, 2019)
• 목표: 복잡한 건축물의 완전한 3D 표현 생성
• 방법론: 품질 특성 지표에 기반을 둔 하이브리드 사진측량 파이프라인을 채택하여 다중 플랫폼 데이터
통합(UAV 및 지상 이미지)을 수행한다.
• 교훈 : 다중 플랫폼의 데이터를 연결하는 것은 보다 완벽한 3D 디지털화를 위한 효율적인 해결책이지만,
정보 증강 및 불확실성 관리를 위한 특별한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 CS3 – 빅 데이터 시각화: 부온콘시글리오(Buonconsiglio)성, 이탈리아(그림 2c, 라모스(알.,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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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BP 관련 사례 연구: 볼로냐 포티코스(a), 포세이돈 신전(b), 부온콘실리오 성(c) 및
에트루스카누스 무덤(d)이다.
a) 계획과 수집 b) 통합과 데이터 융합 c) 빅데이터 시각화 d) 데이터 증강
• 목표: 큰 건물을 측량하고 온라인에서 풍부한 3D데이터를 조사할 수 있는 측정가능한 방법 론 개발
• 방법: 3D 결과물(사진 측정 포인트 클라우드)은 메타 데이터 및 역사적 정보로 풍부해지며 특화된 점
기반(point-based) 뷰어를 활용하여 인터넷 상에서 공유된다.
(http://3dom.fbk.eu/repository/buonconsiglio_castle/web_pages/home.html).
• 교훈: 웹 기반 플랫폼은 평가, 보급 그리고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데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 CS4 – 데이터 강화: 에트루리아인의 묘지, 이탈리아(그림 2d, Grilli과 Remondino, 2019년).
• 목표 : 훼손된 벽화 표면의 자동 확인
• 방법: 기하학 기반(geometry-based)접근법과 질감 기반(texture-based) 접근법 모두를 활용하여
관리기계학습전략(supervised machine learinging strategy)과 자율기계학습전략(unsupervised
machine learning strategy)을 시험하였다.
• 교훈: RGB정보와 3차원 기하학이 3D 문화유산 데이터를 분류하고 과거/현재 상태에 관한 지식을
증가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결론
문화유산 기록은 최신 ICT 솔루션을 사용하여 과거를 디지털로 보존하고 평가하는 데에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정보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모범
사례라고 한다. 문화유산 기록에 유용한 몇 가지 BP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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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센서/소프트웨어의 성능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특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향후 다중 센서 및 다중 플랫폼 데이터 통합으로 가는 추세가 될 것이며 가치 증대 및 불확실성 관리를
위한 엄격한 절차의 개발이 필요하다.
• 다양한 유형의 정보 링크와 기능에 대한 질의와 더불어 3D 데이터에 대한 웹 기반 액세스는 보급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이다.
• 부가 가치 제품은 향후 활용, 해석 및 분석을 위한 3D 데이터 분할 및 의미 증강을 통해 생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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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of Standardization:
Development of Global &
International Principles in
Technical Aspects

C

ultural heritage documentation is a continuous process empowering monitoring, maintenance and
understanding the cultural heritage object. It is required for conservation by providing proper and timely
information, while it is both the outcome and action of meeting the information requirements of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Cultural heritage documentation makes reachable a range of tangible and intangible resources,
such as metric, descriptive, thematic and societal records of cultural heritage.
Several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Charters, heritage documentation has a outstanding position in our
obligation, as humanity, to protect, conserve and restore cultural heritage. The Athens Convention (1931), the
Hague Agreement (1954), the Venice Charter (1964) and the Granada Agreement (1985) are just few examples
in which the documentation need is also underlined, as an integral part of protection, study and conservation.
By nature, cultural heritage documentation and standards are tied. All the different phases of the ‘process’ enfold
the sense of standards.
• Plan and organize a documentation project accordingly, based on the real survey needs considering technical,
environmental and financials issues.
• Acquire data and information including the physical and technical characteristics, history and pathology of
the structure.
• Process data and information in terms of organization, technical workflows, analysis, interpretation and
management.
• Store all data and information (collected, processed, metadata, etc.) for future activities.
Data and information are the key building blocks for cultural heritage documentation. Apart from the direct data
collection, there are many other resources where someone can find them. Among others, archives, libraries,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collections, crowdsourcing, and many more. In addition to that, there are
different data types that should be well-thought, such as photographs, sketches, digital images, maps, drawings,
and many more.

Efstratios Stylianidis
Secretary-General of ICOMOS CIPA*
Associate Professor, Aristotle University of Thessaloniki, Greece

The heterogeneity of data is another important parameter towards mounting standardization. Data can be
originated from many and different sources including among others, cameras, laser scanners, unmanned aerial
vehicles (UAVs), total stations, etc.
By nature, standardisation is a voluntary process. It is the cooperation among academia, industry, public
authorit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searcher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to develop and agree on
technical specifications based on consensus.
But why standards are important?

Efstratios Stylianidis is an Associate Professor and the Vice Rector for Research & Lifelong Learning at Aristotle
University of Thessaloniki in Greece. He received his diploma in Surveying Engineering in 1996 and his PhD
in Photogrammetry in 2001. He is member of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ISPRS, ICOMOS,
and ICOMOS CIPA Heritage Documentation. He served as Secretary-General of ICOMOS CIPA Heritage
Documentation, and is acting as President starting in 2020. For more than 20 years, he has published a large
number of scientific publications for peer reviewed journals, conference proceedings, and contributions to books.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photogrammetry and geoinformatics, and he has both led and participated in
research projects as project manager and coordinator.
*ICOMOS CIPA President (2020~)

•
•
•
•
•
•
•

Provide people and organizations with a basis for mutual understanding.
They are used as tools to facilitate measurement and communication.
Facilitate interaction between the various users.
Enable people and organizations to comply with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Provide interoperability between new and existing products, services and processes.
Form the basis for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 and innovations.
Ensure that products supplied by different people and organizations will be mutually compatible.

In this context, why standards are important for cultural heritage documentation? In practice, standards are
contributing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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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Avoiding duplication of work.
Placing the work on a broad foundation.
Ensuring compliance with worldwide acceptable conditions and norms.
Increasing the transparency for prospective users and potential clients.
Reinforcing the potential for research funding from different sources.
Enabling a more powerful dissemination strategy.
Raising visibility among experts and the wider public.

Standards are shaping a transparent context for fast and easy transfer of research results worldwide. This way,
standards are contributing in bridging the gap between the academia, research and the market.
In 1988, Peter Waldhäusl (University of Technology, Vienna, Austria) and Cliff Ogleby (Department of
Geomatics, University of Melbourne, Australia) presented simple rules that are to be observed for photography
with non-metric cameras. In fact, it was a matrix of 3x3 concerning rules with respect to geometry, camera and
procedures to be followed. A kind of specifications to follow during data collection.
A few years later, RecorDIM Initiative (2003-2007), originated from Robin Letellier with the support of CIPA
and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work on the context of improving conservation practice by cultivating the
ability of professionals to gather, create, manage, and interpret documentation. RecorDIM aimed to bridge
the gap between information users, i.e. conservation experts, and information providers, i.e. cultural heritage
experts in recording and documentation. This project had three main goals:

discussed:
• Common formats (for each type of record to be archived) [Images, vector drawing, CAD drawing, 3D model,
…]
• Open standards, non-proprietary formats where possible
• XML-based formats for textual data
• Data interoperability
• Metadata standards
Several concerns should also be discussed extensively towards defining global/international principals in
technical aspects, just to name a few:
•
•
•
•
•

The acceptability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 do we train the developing World?
From international standards to national legislations. How to handle this pathway?
Technological gaps exist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The industry 4.0 mind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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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s defining a framework on standardization for cultural heritage, Industry 4.0 should also be considered.
We are in the middle of a major transformation concerning the manner we produce products, and this is thanks
to the digitization of manufacturing. This evolution is so captivating that it is being called Industry 4.0 to
characterize the 4th revolution that has occurred in manufactur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take what
was started in the 3rd with the adoption of computers and automation and enhance it with smart and autonomous
systems powered by data and machine learning. Industry 4.0 optimizes the computerization of Industry 3.0.
Unavoidably, this development will affect various process in cultural heritage documentation, from the new
sensors and the tools, to the algorithms to be used for data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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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ations on standardization on cultural heritage documentation should also take into account two key
features, namely Quality Assurance (QA) and Quality Control (AC). According to the European Commission /
JRC:
• QA is a set of approaches which is consciously applied and, when taken together, tends to lead to a satisfactory
outcome for a process. A QA system based on these guidelines will employ documented procedural rules,
templates and closely managed processes into which various checks are built.
• QC (or check) is a clearly specified task that scrutinizes all, or a sample, of the items issuing during, or at the
end of, the geometric correction process in order to ensure that the final product is of satisfactory quality. The
scrutiny involves review, inspection or quantitative measurement, against well-defined pass/fail criteria which
are set out in these guidelines.
With respect to QA towards standardisation for cultural heritage documentation, the following issues sh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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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문제 :
기술적 측면에서 국제원칙 개발

문화유산기록화는 모니터링과 유지관리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문화유산 대상을 이해하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이는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다. 또한, 문화유산관리의
성과물이자 정보조건을 충족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문화유산기록은 문화유산에 대한 측량적, 묘사적,
주제적 그리고 사회적 기록과 같은 다양한 무형적·유형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일부 국제협약과 헌장은 문화유산을 보호, 보존 그리고 복원해야 할 우리의 의무 중에서 유산기록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아테나 협약(1931), 헤이그협약(1954), 베니스헌장(1964) 그리고 그라나다 협약
(1985)은 문화유산 보호, 연구 그리고 보존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으로서 기록의 필요성을 강조한 사례이다.
원래 문화유산 기록과 표준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과정’의 모든 다양한 단계들은 표준에 대한 의미를
포함한다.
• 기술적, 환경적 그리고 재정적 문제를 고려한 실제적인 현지조사 필요성에 기반을 둔 기록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조직한다.
• 물리적·기술적 특징, 역사와 구조의 병리학을 포함한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한다.
• 조직, 기술적 작업 흐름, 분석, 해석 그리고 관리 측면에서 데이터와 정보를 처리한다.
• 향후 활동을 위해 모든 데이터와 자료(수집, 처리된 자료 및 메타데이터 등)를 저장한다.
데이터와 정보는 문화유산기록의 핵심 구성요소이다. 직접적인 자료수집 외에 누구라도 찾아볼 수 있는 많은
다른 자원이 있다. 그중에는 아카이브, 도서관, 공공 및 사립 기관, 수집품, 클라우드소싱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사진, 스케치, 디지털 이미지, 지도, 드로잉 등 잘 생각해봐야 하는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 형식도
있다. 이질적인 데이터는 표준화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변수다. 데이터는 카메라, 레이저 스캐너, 무인
항공기, 토탈 스테이션 등 수많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수집될 수 있다.
원래 표준화란 자발적인 과정이다. 학계, 산업계, 공공기관, 국제기구, 연구자 그리고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합의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그에 동의하는 협력 활동이다.
그렇다면 왜 기준이 중요한가?

스트라토스 스틸리아니디스
이코모스 CIPA 사무총장*
그리스 테살로니키 아리스토텔레스대학 부교수

스트라토스 스틸리아니디스는 그리스 테살로니키 아리스토텔레스 대학교의 부교수이자 Research & Lifelong Learning
부학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1996년 측량공학으로 학위를 받았으며 2001년 사진측량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제
사진측량 및 원격감지 협회(ISPRS), 이코모스(ICOMOS), 이코모스 산하 CIPA 헤리티지 다큐멘테이션(Heritage
Documentation)과 같은 다양한 국제기구 위원으로 역임하고 있다. CIPA 헤리티지 다큐멘테이션 사무총장을 역임하였고,
2020년부터는 위원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20년 이상 다양한 전문 학술지 게재 논문, 학술 대회 논문, 저서를 발표하였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사진측량 및 지리공간정보학 등이 있다. 프로젝트 관리자 및 코디네이터로서 다양한 관련 분야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이코모스 CIPA 헤리티지 도큐멘테이션 회장 (2020~)

•
•
•
•
•
•
•

사람과 조직에 상호이해의 토대를 제공한다.
대책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다양한 사용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한다.
사람과 조직이 관련법과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의 제품, 서비스 및 과정과 새로운 제품, 서비스 및 과정과의 상호운용성을 제공한다.
신기술의 도입과 혁신의 토대를 형성한다.
다른 사람과 조직이 공급하는 상품이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문화유산기록에서 표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실제로 표준은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한다.
• 중복 작업 방지
• 광범위한 토대 위에 작업배치
•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조건과 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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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잠재적 사용자와 고객들을 위한 투명성 제고
다양한 통로를 통한 연구기금 확보 가능성 강화
더 강력한 보급 전략 마련
전문가와 더 많은 대중 간의 가시성 제고

표준은 연구결과를 세계적으로 신속하고 용이하게 전달하는 명료한 맥락을 형성한다. 이런 방식으로 표준은
학계, 연구 그리고 시장 간의 틈을 메꾸는 데 이바지한다.
1988년 피더 발트하이우슬(오스트리아 비엔나 공과대학)과 클리프 오그레비(호주 멜버른대학 지리정보학과)
는 비측량용 카메라 촬영에서 지켜야 할 단순한 규칙을 제시했다. 바로 기하학, 카메라 그리고 따라야 하는
절차에 관한 규칙과 관련된 3x3 매트릭스였다. 데이터 수집에 따르는 일종의 세부사항들이다.
몇 년 후 로빈 레텔리에가 만든 레코딤(RecorDIM) 이니셔티브(2003-2007)가 실행되었다. 이 계획은
기록을 수집, 창출, 관리 및 해석하는 전문가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보존 관리를 개선하는 역할을 해온
CIPA와 게티보존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만든 것이다. 레코딤은 기록분야에서 보존 전문가와 같은 정보
사용자와 문화유산 전문가와 같은 정보 제공자 사이의 틈을 메우는 것이 목표다. 이 프로젝트는 다음 세
가지를 주요 목표로 한다.

• 문서 데이터를 위한 XML기반 포맷
•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
• 메타데이터 기준
기술적 측면에서 국제적 원칙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부 우려스러운 문제 또한 광범위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
•
•
•
•

국제사회에서 수용 가능성
개발도상국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국제적 기준에서 국내법 제정까지 그 과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세계 여러 지역별 기술 격차의 존재
산업 4.0을 대하는 사고방식

1.교육자, 조직, 보존가 및 기록 전문가들 간의 확고한 네트워크 구축
2.기록과 관련된 책, 기사 그리고 웹기반 자료 생산
3.중간 경력 전문가의 수준과 대학 프로그램 교육 개선
문화유산을 위한 표준화 작업의 틀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산업 4.0을 고려해야 한다. 상품 생산 방식
면에서 보면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 그리고 이는 생산의 디지털화 덕분이다. 이러한 발전은 매우
매력적인 것이어서 제조분야에서 일어난 4차 혁명이라는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산업 4.0이라고 부른다. 4
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의 수용과 자동화와 더불어 3차 산업혁명에서 시작된 것에서 더 나아가게 될 것이며
데이터와 기계학습으로 이루어지는 스마트 자율 시스템과 더불어 강화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산업 3.0
의 컴퓨터화를 최적화한다. 불가피하게 이러한 발전은 새로운 장치와 도구에서부터 데이터처리 과정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유산 기록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문화유산기록 표준화에서는 이른바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QA)과 품질관리(Quality Control,
QC) 두 가지 핵심 사항을 고려해야만 한다. 유럽 위원회/ JRC에 따르면
• QA는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일련의 접근법이며, 종합해 볼 때 어떤 과정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끌어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지침에 기초한 QA 체계는 문서화된 절차상의 규칙, 표본 그리고 다양한 검토사항이
포함된 면밀하게 관리되는 과정을 적용할 것이다.
• QC(혹은 검수)는 최종생산물의 만족스러운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기하보정 과정 또는 그 과정을 거친
마지막 단계에서 품목의 전수조사 혹은 표본조사하는 전문적인 작업이다. 정밀검사는 이 지침서에 명확하게
제시된 통과/불량 기준에 대한 점검, 조사 또는 양적 측정과 관련된다.
문화유산기록을 위한 표준화에 대한 QA와 관련해서는 다음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 공통적인 포맷(아카이브된 각각의 기록 형태)[이미지, 벡터 드로잉, CAD 드로잉, 3D 모델 등]
• 가능한 한 개방적 기준, 비독점적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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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기록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과 도전과제

Revision of the National
Policy Document
“Guidelines for 3D
Scanning of Cultural
Heritage” and the
Lessons Learned

Jaehong Ahn
ICOMOS Korea
Visiting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Culture Technology at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Jaehong Ahn is a visiting professor of the Graduate School of Culture and Technology at the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where he obtained his Ph.D. degree in Culture Technology and
Engineering. He has authored several publications in culture technology, including journals, conference papers,
and books.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digital and virtual museums, digital documentation with application of
3D scanning, photogrammetry, Reflectance Transformation Imaging, and virtual reality interface, as well as other
3D technologies. He leads the Digital Heritage Lab at KAIST which focuses on 3D heritage documentation and
its application, virtual heritage, and experience technologies for museums.

Introduction

N

owadays, the three-dimensional (3D) data acquisition and modeling technology, which has been evolving
from the late 1900s to recent years, is a useful geometric documentation tool for cultural heritage and
accumulating numerous cultural heritage digital data. In the Republic of Korea, attempts have been made to
build 3D cultural heritage data by several companies since the introduction of 3D scanners in the late 1990s.
From the early 2000s,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HA) in Korea also began to lead the project
to record cultural heritage using digital technology, including 3D scanning. Although 3D scanning has been
getting essential to every documentary project ordered by government agencies, local governments, and cultural
heritage agencies, the process and the results were not strictly standardized. To overcome the problematic issues
caused by this, the CHA decided to publish a guideline for records of cultural heritage using 3D scanning. The
first version was published in 2015 and a revised version in 2018. In this paper, the issues discussed in the
development phase of the guidelines are introduced, and lessons learned are given.
Revision of the guidelines for 3D scanning of cultural heritage
Prior to the production of guidelines for three-dimensional scanning,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had
produced standardization and production guidelines for digitalization in metric survey projects. “Guideline
for building standardized data in the cultural heritage documentation projects” published 2000 includes
standardization guidelines for data submitted, such as naming convention, the hierarchy of the files, data
backup, quality management, and outcome management. “Guideline for the precise metric survey of historical
architectures” includes essential issues for the metric survey mainly for historic buildings with 3D scanning and
GPS technology.
In 2015, CHA published a guidance report, “Manual for the production of 3D scan data for cultural assets,”
for the digital documentation or metric survey projects that use 3D scanning technology. It was designed
to provide directions for the format, quality, and production specifications of the 3D scan data. The manual
aimed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the data by producing highly-qualified and useful data and recording the
documentation process. Similar guidelines include Metric Survey Specifications for Cultural Heritage (Bryan,
Blake, Bedford, & Andrews, 2009) and 3D Laser Scanning for Heritage (Barber & Mills, 2007) published
by Historic England. Unlike other cases, Korean standardization was carried out by the government initiative,
which makes a different characteristic- regulation rather than guidance. The main contents of the guidance
include definitions of terminology, technical principles of three-dimensional scanning process, the decision of
the scanning method, work process according to a scanning method, consideration in each process, production
of outcome files, data inspection, and the making of worksheets for on-site work.
While the guidance released was used in projects, there was a need to revise the guidance as the technical
environment and work style changed. It was due to the identification of technical and practical problems
encountered in situ and technical changes that have allowed not predicted at the time of the publication of the
first guidance. Then ‘Revision of the Guidelines for 3D Scanning of Cultural Heritage’ project was implemented
in 2018 (Shim & Ahn, 2018). A user study was conducted on companies that perform actual work and on
government employees placing orders for the project.
Issues in the revision of the guidance
Based on the user study and analysis, several problems were recognized. They were arranged under the following
issues. Some of the problems and revision are shown as an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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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ility
There are issues about interoperability, standardization of the outcome, and consensus among stakeholders that
can make the guideline sustainable.
The problems in data format and the naming convention have been corrected. For example, in some commercial
software, data loss has occurred due to errors assumed to be round-off in the process of converting data formats.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the coordinates of the data were shifted when exporting scan data to ASC format
from particular software. Thus, pts format was recommended in the revised version. The ICF format, which
defines a 3D model for web services, was removed in the recommended format list as it is a unique format of
particular software.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presenting the standard as a guide or regulation, which
should be carefully decided by considering various environments and purposes. The revised version distinguished
the recommendable guide from the compulsory regulation.
Quality control

The followings are essential questions that we had together with the issues mentioned above in the development
process.
• How can we cope with the challenges promptly that new technology brings about while new digital
documentation methods are developed and spread rapidly?
• How can we make the guideline sustainable enough?
• How can we make standardized guidance when several different methods are used together, and data are
fused?
• How can we make heritage data more valuable and practical at the same time to be prepared for data-driven
technology, such as big data or machine learning?
• How can we build a cross-border collaboration for digital docum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that can accept
different technical, social, or cultural environment?

The critical factors that affect the data quality were recognized, and it was recommended to consider them in
the work process. For example, in the case of laser scanning, instrument calibration, atmospheric conditions,
object properties, and scanning geometry are four major factors that affect the data quality (Soudarissanane,
Lindenbergh, Menenti, & Teunissen, 2009). Consideration and recommendation on the factors are provided.

Along with the lessons learned in the publication and revision, these issues will be discussed on the next revision
process to get the consensus and the practical knowledge of the professional users.

Data credibility

Acknowledgement

It is required to record information describing the process by which the survey data were collected to get the data
credibility, which is administrative data about the survey- paradata. A worksheet, a template for the paradata,
is used to record the scanning process and condition. The template was revised to improve the usefulness and
generality.

This work is being supported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SIT) (No. 2017R1C1B1012808).

New technologies

References

Another challenging issue for standardization is coping with new technologies. As new technology grows, it
requires standards to manage the data. However, it is difficult for guidance to catch up with the speed of change
or spread. For example, not only 3d scanning but also photogrammetry is widely used for 3D documentation.
It requires experience, and the images have to be properly acquired. Otherwise, the results are incorrect, in
particular, with fully automated black-boxes (Barsanti, Remondino, & Visintini, 2012). Moreover, the evaluation
criteria are not well-developed yet. Thus, guidance for photogrammetry was not included in the revision.

Barber, D., & Mills, J. (2007). 3D laser scanning for heritage: Advice and guidance to users on laser scanning
in archaeology and architecture: English Heritage.

Globalization

Bryan, P., Blake, B., Bedford, J., & Andrews, D. (2009). Metric survey specifications for Cultural Heritage:
English Heritage.

In the development of the revised version, other guidance and studies were referenced to get the global generality.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worldwide standardization, which will minimize the costs of documentation
and searching/retrieval of information (Ioannides & Hadzilacosb, 2003).
Conclusion
The revised version has been published and disseminated. Although many problematic issues were identified
and revised, there must be additional issues as new technology advances and environment changes. The practical
process and outcomes of the documentation projects should be monitored carefully, and the guidance should be

114

revised to reflect the changes. The guideline publication project aims to form a basis to keep up with the regular
updates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of the guidelines.

Barsanti, S. G., Remondino, F., & Visintini, D. (2012). Photogrammetry and Laser Scanning for archaeological
site 3D modeling–Some critical issues. Paper presented at the Proc. of the 2nd Workshop on'The New
Technologies for Aquileia', V. Roberto, L. Fozzati.

Ioannides, M., & Hadzilacosb, G. (2003). Standardization: a necessity for the documentation and archiving
in cultural heritage. Paper presented at the New Perspectives to save Cultural Heritage, ICOMOS and ISPRS
Commite for Docum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CIPA. XIX International Symposium, Antalaya.
Shim, H., & Ahn, J. (2018). A Further Step Toward Elaborating Guidelines for Three-dimensional Scanning of
Cultural Heritage in Korea: Ongoing Efforts and Challenges. Paper presented at the 2018 3rd Digital Heritage
International Congress (DigitalHERITAGE) held jointly with 2018 2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Virtual
Systems & Multimedia (VSMM 2018).

Protecting the past for the future :
Digital Documentation as an Imperative Tool for Safeguarding Cultural Heritage

115

Soudarissanane, S., Lindenbergh, R., Menenti, M., & Teunissen, P. (2009). Incidence angle influence on the
quality of terrestrial laser scanning points. Paper presented at the ISPRS Workshop Laserscanning.

116

국내정책문서 개정:
문화유산 3D 스캐닝
가이드라인과 교훈

서론
1990년대 후반부터 발전해온 3차원 데이터 수집 및 모델링 기술은 최근 들어 문화유산의 기하학적 정보를 기록하는데
유용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문화유산 디지털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3차원 스캐너가
도입된 1990년대 후반부터 소수의 기업들이 문화유산의 3차원 데이터를 구축해왔으며, 2000년대 초반부터는 한국의
문화재청이 3차원 스캐닝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유산의 정보를 기록하는 사업을 주도해왔다. 3차원
스캐닝이 정부기관, 지방정부, 그리고 문화유산 관련 기관들의 모든 기록화 사업에 필수적인 기술로 자리잡고 있지만,
3차원 스캐닝의 절차와 그 결과물에 있어서는 엄격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3차원 스캐닝의
표준화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은 3차원 스캐닝을 활용한 문화유산 기록 가이드라인 초판을 2015
년에, 개정판을 2018년에 각각 발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문화유산 3차원 스캔데이터 구축 가이드라인의 개발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이슈들과 그 시사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문화유산 3차원 스캔데이터 구축 가이드라인의 개정
문화재청은 3차원 스캐닝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기에 앞서, 여러 실측 사업에서 활용되는 디지털 작업의 표준과 데이터
구축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2000년에 발표된 “문화재 기록화사업 표준 데이터 제작지침”은 명명 규칙, 파일
구성 위계, 데이터 백업, 품질관리, 성과물 관리 등 데이터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건조물문화재 정밀 실측
지침”은 주로 건조물문화재 실측에 활용되는 3차원 스캐닝과 GPS 기술 활용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문화재청은 또한 3차원 스캐닝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기록화 및 실측 사업을 위한 “문화재 3차원 스캔데이터 표준 제작
매뉴얼”을 2015년에 발간하였다. 본 매뉴얼은 3차원 스캔 데이터의 형식, 품질, 생산 방식의 지침을 제공함과 동시에
고품질의 유용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데이터화 과정을 기록함으로써 데이터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고안되었다.
이와 유사한 가이드라인으로는 “문화유산 실측을 위한 세부사항 (Bryan, Blake, Bedford, & Andrews, 2009)”과
히스토릭 잉글랜드 (Historic England)가 발간한 “유산의 3차원 레이저 스캐닝 (Barber & Mills, 2007)”이 있다.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제정되는 여타 표준화와는 달리, 한국 내 표준화의 경우 정부 주도하에 규정 형식으로 제정되어
왔다.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3차원 스캔데이터 구축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관련 주요 용어, 3차원 스캐닝 절차의
기술적 원칙, 스캐닝 방식의 결정, 스캐닝 방식에 따른 작업 과정, 각 작업 단계에서의 고려 사항, 결과물 파일 제작,
데이터 검수, 현장 워크시트 작성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안재홍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한국과학기술원 문화기술대학원 초빙교수
안재홍은 한국과학기술원 문화기술대학원에서 문화기술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는 동 대학원에서 초빙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문화기술학 분야의 다양한 학술지, 학술대회 논문, 저서를 발표하였다. 주요 연구 관심 분야로는 디지털 및
가상 박물관 분야와 더불어 3차원 스캐닝, 사진측량, 반사율 변환 이미지 기법(Reflectance Transformation Imaging),
가상현실 인터페이스와 같은 3차원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기록화 등이 있다. 3차원 유산 기록화 및 활용, 가상 유산, 박물관을
위한 실감콘텐츠 기술을 연구하는 한국과학기술원 디지털 헤리티지 랩(Digital Heritage Lab)을 이끌고 있다.

국내의 여러 문화유산 기록화 사업에서 동 가이드라인의 초판을 활용하여 왔으나 기술적 환경과 작업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초판을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초판 발간 당시에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기술적 진보에 따른 변화와 더불어,
유산 실측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실무적 문제들을 반영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문화유산 3차원
스캔데이터 구축 가이드라인 개정 사업”이 2018년에 실시되었다 (Shim & Ahn, 2018). 이 과정에서 문화유산의
3차원 스캐닝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기업과 동 개정 사업을 의뢰한 정부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용자 연구가
진행되었다.
가이드라인 개정 과정에서 대두된 이슈들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사용자 연구 및 분석 과정에서 대두된 주요 이슈들과 관련 예시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지속성
가이드라인을 지속가능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의 호환성, 결과물의 표준화,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슈가 제기되었다.
더불어, 가이드라인의 초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데이터 형식과 명명 규칙이 수정되었다. 예를 들어, 상용화 되어있는
일부 소프트웨어의 경우, 데이터 형식을 변환하는 과정에서 반올림 계산으로 인한 오류로 데이터 손실이 발생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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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되고 있다. 특히, 특정 소프트웨어에서 스캔 데이터를 ASC 형식으로 내보내는 경우 데이터 좌표가 이동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판에서는 PTS 파일 형식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3차원 모델을
웹서비스용으로 정의하는 ICF 형식은 특정 소프트웨어에만 지원하는 형식이므로, 개정판의 권장 형식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같은 표준화 작업에 있어, 표준 원칙을 권고 수준으로 제시하는 경우와 필수적으로 준용해야 하는
지침으로 안내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다양한 환경 및 목적에 따라 표준을 제시하는 형식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개정판에서는 제안되는 권고와 필수적으로 준용해야 하는 지침을 구분하여 가이드라인을
구성하였다.
품질관리
개정판에서는 데이터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들을 데이터 생산 및 처리 과정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레이저 스캐닝 데이터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네 가지 요인인 계측기 눈금, 대기조건, 계측 대상의 상태, 스캐닝
기하학 (Soudarissanane, Lindenbergh, Menenti, & Teunissen, 2009)을 고려한 권고사항들을 기술하고 있다.
데이터 신뢰도

• 다수의 디지털 기록화 방식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가 융합될 경우,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 더욱 가치 있고 실용성 있는 유산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뿐 만 아니라 빅데이터나 머신러닝과 같은 데이터 기반
기술에 유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다양한 기술적, 사회적 혹은 문화적 환경을 반영한 문화유산의 디지털 기록화를 위한 국가간 협력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가이드라인의 발간 및 개정이 시사하는 바와 더불어, 추후 개정 과정에서 상기 질문들을 논의하여 본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는 관련 분야 실무자들의 합의 및 실무 지식을 반영할 예정이다.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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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측정 데이터의 수집 과정을 기술한 내용, 즉 측정 및 조사과정자료 (paradata)에
대한 행정적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고려하여 개정판에서는 스캐닝 과정과 현장 상황을 기록하는
조사과정자료 템플렛인 워크시트 (worksheet)를 부록에 포함시켰다. 동 템플렛은 활용성과 보편성 향상을 위해
수정된 버전이다.
신기술
신기술의 등장에 맞춰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 역시 표준화의 또 다른 주요 과제이다. 그러나 표준화 작업에 있어
빠르게 변화하고 상용화되는 신기술의 속도를 따라잡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3차원 스캐닝 이외에도 사진
측량 기술 역시 3차원 데이터 기록화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사진 측량 기술은 일정 경험을 필요로 하며 이미지
데이터를 적절한 방식으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특히 완전 자동화된 블랙박스이다 보니 측량
결과가 전체적으로 부정확해진다 (Barsanti, Remondino, & Visintini, 2012). 또한 사진 측량에 대한 평가 기준이
아직까지 완전히 개발된 단계가 아니므로, 개정판에서는 권고 사항에 사진 측량 기술 활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세계화
가이드라인 초판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국제적 보편성을 반영한 개정작업을 위해 관련된 국외 혹은 국제기구의
가이드라인 및 연구를 참고하였다. 참고된 가이드라인 및 연구는 정보의 검색 및 기록화의 비용을 최소화하여 국제적
차원에서의 표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oannides & Hadzilacosb, 2003).
결론
가이드라인의 개정판은 현재 발간 및 배포된 상태이다. 초판의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개정되었지만, 신기술의
발전과 환경적 변화와 같은 추가적인 고려 사항들이 추후 발생할 수 있다. 기록화 사업의 실무 과정과 결과물은
신중하게 모니터링 되어야 할 것이며 본 가이드라인은 기술적, 환경적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개정판 출간 사업은 가이드라인의 이론적, 실무적 이슈들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기 위한 근간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술적, 환경적 변화와 이론적, 실무적 이슈들을 반영한 추후 개정 작업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필수
질문들을 고려해야 한다.
• 새로운 디지털 기록화 방식이 빠르게 발전되고 상용화 됨에 따라, 신기술이 가져오는 과제들을 어떻게 즉각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 가이드라인의 지속성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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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Data
Establishment of Cultural
Heritage in the Republic
of Korea

T

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CHA) is a governmental organization that plans and
implements cultural heritage policy in the Republic of Korea. CHA has Director of ICT management in
charge of plan and implementation of master plans for digitalization and information of cultural heritage and
databas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archival information about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cultural
heritage. This report introduces two main projects that are part of CHA’s digital data construction of cultural
heritage: the “3D Database Construction of Cultural Heritage” and the “Seoul City Wall Time Machine”.
Establishment of 3D Database of Cultural Heritage
CHA has used cutting-edge digital technologies to document original forms of cultural heritage and their
changes in order to obtain and use raw data for restoration of cultural heritage that is destroyed or damaged.
CHA has also carried out state-led projects of digital archiving to collect, share and perpetually save archives
produced by each governmental department and provincial government.
As part of the digital archiving projects, CHA collected 660,000 analog records (e.g. reports, drawings, videos,
audio records and pictures) and digital records separately possessed by CHA,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and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created a digital archiving of those records from 2005
to 2016. The Administration has employed 3D Laser scanning technology since 2012 in order to construct
a 3D database that saves information of diverse types of 234 cultural heritage, including architecture, crafts
and sculptures. Along with those digital archives, the Administration has established and used database and
information system, under UNESCO’s Guidelines for the Preservation of Digital Heritage, in order to secure
accessibility, integrity, stability and compatibility of the digital data that they have constructed. Regular back-up,
migration and vaulting of the digital data have been conducted for the databased and information system.

Yeon Gyu Choi
Deputy Director, ICT Management Offic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HA) of Korea
Yeon Gyu Choi is Deputy-Director at the ICT Management Office in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CHA). He holds an M.Sc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and a B.A. in History. He has accumulated his expertise
by coordinating, in close collaboration with relevant experts various projects concerning the digital archive for
Intangible Heritage, the Cultural Heritage GIS, the Cultural Heritage Information System (intranet of CHA), 3D
scanning and modeling, and the Heritage Database for 3D printing.

CHA’s 3D Database Construction of Cultural Heritage is assigned to experts in the following process: ▲ project
planning by setting project scope and requirements and writing a letter of request ▲ preliminary listing and
field research to determine subjects and methods of scanning ▲ using sophisticated 3D Scan, shooting mapping
source, obtaining GPS control points and writing worksheet ▲ securing 3D Scan data by post-processing such
as noise reduction, data compatibility and merging, mapping and quality inspection ▲ changing the secured data
into scale maps, 3D modeling and 3D printing data ▲ producing metadata of the 3D Database establishment,
registering it on an integrated DB and opening the data on a 3D portal web page (www.heritage.go.kr) after
reviewing their copyrights.
The 3D Database is open to the public so that its data is used in diverse fields, including development of tourism
products and educational materials by 3D printing data, production of 3D braille information board for people
with blindness, production of digital rubbing, 3D videos, 3D games and realistic(immersive) content (AR, VR
and MR) and production of actual measurement drawings for engineering. For example, a pilot Historic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HBIM) of Jongmyo Jeongjeon and Three Storied Stone Pagoda at Bulguksa temple has
been recently established to preserve and manage systemically architectural heritage, by using sophisticated 3D
visualized data, GIS and heritage identification data.
Efficient data management requires to have a systematic guideline about a whole process of producing digital
documentation. CHA has adopted and implemented “Regulation concerning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Projects on Digital Docum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in order to enhance the quality of outcomes of digital
documentation projects of cultural heritage that each department of CHA and provincial governments carry out
individually, and to promote compatibility of those documentation data. The Administration also consulted data
standards of other countries, thus establishing and announcing “Guideline for Construction of 3D Scan Data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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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Heritage” in 2013 and 2018.
Furthermore, standardization concerning database construction is imperative to amass, manage and use
digitalized data systemically. In particular, the Republic of Korea has diverse types of cultural heritage, including
relics, monuments, natural heritage, documentary heritage, modern heritage, intangible heritage (traditional
entertainment and crafts) and other forms of heritage. It indicates that database construction of cultural heritage
in the Republic of Korea requires to have a set of meta data that effectively represents main features of the cultural
heritage.
Considering this significance of database construction in cultural heritage documentation, CHA plans to
establish a set of meta data that is qualified for international compatibility and LOD to connect individual units
of data, in consideration of other relevant standards: CIDOC-CRM adopted as a standard of ISO 21127(2006)
and ISAD(G) are the references to combine, connect and exchange data of diverse types of cultural heritage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Dublin Core Element Set, one of the standards for museums, is considered to manage
data of relics; the UK’s MIDAS is referred to study data of monuments including historic sites and natural
heritage; CIMI and VRA Core 4.0 are the reference to deal with data of crafts and traditional entertainments
respectively.
CHA has actively cooperated with national/international experts and organizations in the field of digital cultural
heritage in order to benchmark cutting-edge digital technologies and regulations to document, manage and
systemically use docum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CHA’s poster presentation on “Digital Documentation of Important Heritage in the Republic of Korea by
3D Scanning” at the 2019 CIPA International Symposium (Ottawa, Canada) was awarded the Best Poster of
the Symposium. The Administration introduced the “Guideline of 3D scan for Cultural Heritage” and a case
associated with the Guideline at the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gital Heritage (San Francisco, USA).
CHA is going to hold an International Forum on Digital Cultural Heritage (Gyeongju, Republic of Korea)
in September 2020, with the theme of convergence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e.g. Artificial
Intelligence, Internet of Things, Cloud, Big Data and Mobile) and digital technology for cultural heritage”.
CHA plans to develop and use digital technologies for cultural heritage like 3D scanning for documentation
and digitalization, analysis and presentation, archive and preservation and representation and share of cultural
heritage data to preserve, manage and utilize cultural heritage in the Republic of Korea. It further aims to develop
digital technologies for cultural heritage, as a core technology for CHA’s 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ies.
The Seoul City Wall Time Machine
Reacting to the rapid development of ICT in the era of digitalization, the Republic of Korea has promoted
information across the country and provided a world-class information-communication infrastructure and
E-government service. Moreover, facing the recent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country has utilized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Internet of Things, Cloud, 5G network and other technologies to continue to reform ICT
service in the country.
The Republic of Korea has also noted the significance of documenting original shapes of cultural heritage to
secure basic data for restoration of heritage destroyed by disasters such as earthquakes and fire, after the country
lost most parts of Sungnyemun Gate by fire in 2008.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ies has also directly
influenced on people’s quality of life, indicating that continuous reform of digital service in preserva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is required to have a better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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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ized information of cultural heritage had been considered a tool to raise the public’s awareness of cultural
heritage on the internet in the past. But use of and interests in digital cultural heritage have been diversified.
Cutting-edge digital technologies including 3D Laser scanning have been used to preserve, manage and use
cultural heritage. Digitalized content on cultural heritage provides the public with new experiences that they
cannot easily have in reality, by offering information of how cultural heritage was built, its inner structure,
reproduction of lost heritage and old life in the past societies. It shows that digital data and technologies function
as both substitutional and complementary tools for the public who feel learning cultural heritage esoteric to be
easily interested in understanding values of cultural heritage. Digital data and technologies appear to become
another cultural heritage that we should transmit to future generations.
However, the public has little awareness of such development and change of digital technologies for cultural
heritage. Researches on digital technologies for cultural heritage have been done fragmentally or they have been
auxiliary studies for other research fields, which means that there has not been active convergence between
digital technologies for cultural heritage and other new research fields including digital humanities. To facilitate
the use of digital technologies for cultural heritage, CHA plans to launch a flagship project – the “Seoul City
Wall Time Machine” – in 2020 that will reproduce the 600-years history of Seoul (Seoul City Wall) and its
cultural heritage in virtual space and will utilize cutting-edge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ies to provide
data platforms and realistic content of the cultural heritage.
CHA will implement the “Seoul City Wall Time Machine” in a 3-year timeline, considering broad ranges of
subjects and scope of the project. The spatial scope of the project is categorized into three areas. The first
year of the project will develop the digitalization of the area containing Gwanghwamun Gate, Gyeongbokgung
Palace, Sajikdan, Jongchinbu, Bukchon Hanok Village and Yookcho Street. It is followed by the 2nd year plan
of digital reproduction of another area comprising of Deoksugung Palace, Jeongdong, Sungnyemun Gate,
Hwangudan, Seoul Station and Seodaemun Gate. The project will extend the digital reconstruction to the area
containing Changgyeonggung Palace, Changdeokgung Palance, Jongmyo Shrine, Dongdaemun Gate, and
Fortress Wall of Seoul in the last year. The time frame of the project has a particular historical time including
the foundation of Joseon(Taejong), Japanese invasions of Korea in 1592/Imjin War(Seonjo), the establishment
of Gyeongbokgung Palace(Seonjo), the times of the Korean Empire,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Seoul in
modern times.
The project has three main contents. The first part is to record, restore and reproduce cultural heritage of the
600-years history of Hanyang to their original sizes in 4D (3D+time) virtual space. To do so, 3D scanner will
conduct an actual measurement of architectural cultural heritage in the area of the Seoul City Wall that exist until
today. For cultural heritage that does not exist, its pictures and scale maps will be used to produce models of the
heritage. Computer graphic technology will be used for virtual reproduction of cultural heritage whose records
exist only in literature. The project will have such modellings of 542 designated or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56 reports on archeological surveys, 893 areas of excavation research, 462 architectures including palaces and
45,000 houses.
The second part of the project is the digital reconstruction of the 600-years history of Hanyang and its society
and culture in virtual space, by collecting Big data of relevant literature, and connecting and contextualizing
the collected data by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This digital reconstruction aims to enhance historical
values and integrity of cultural heritage with which realistic content provides, by connecting and contextualizing
each of archive data, under particular themes of time, events, figures, places and other categories. To do so, CHA,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the Institute of Seoul Studies and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s digitalized
data (unstructured data) of Seoul City Wall will be extracted, saved and structured in standardized media 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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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s, pictures and videos. This refined data will be connected to space time-based content (3D modeling + time)
by Artificial Intelligence. Expert consultation will be organized to identify and list cultural heritage, in or outside
the Republic of Korea, that is necessary to be digitalized. CHA will encourage organizations that possess data of
such cultural heritage to cooperate to digitalize data and establish Big Data of the cultural heritage.

cultural heritage can be both complementary and substitute tools for diverse cultural industries to utilize
content of cultural heritage without damaging original ones, in the digital era exemplifi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Highly sophisticated digital documentation created in the process of producing digital content of
cultural heritage will be critical data source for restoration of cultural heritage that is destroyed or damaged.

The third part of the project is to produce realistic content and establish a data platform of Seoul City Wall. Data
sources gathered by Big data and 3D modeling will be used to create realistic content such as VR and AR and will
be serviced in and beyond the area of the Seoul City Wall. Those data sources will be open on a data platform for
the public to use in various cultural and content industries – tourism, games, web toons, movies, exhibitions,
performances and education. The data sources are also expected to be used for academic research in humanities
(e.g. urban planning, historiography,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cords and archival studies,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modern architecture) and for a testbed to apply new intelligent technologies. Specifically, the
project will create a new platform-based content service in cooperation with 3 mobile carriers and private portal
companies like NAVER and jointly develop a realistic game with global game companies including Riot Games.

CHA plans to broaden its use of cutting-edge digital technologies to documentation, preservation, interpretation,
representation, identification and share of cultural heritage onwards.

Considering that the “Seoul City Wall Time Machine” project has a huge scale and wide scope, CHA will have
its Task Force in charge of implementing the project and sign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related
organizations (e.g. the Office of Seoul City Wall, the Institute of Seoul Studies, the Seoul Museum of History
and the Graduate School of Culture Technology at KAIST) in order to cooperate in collecting data sources,
developing technologies, sharing project outcomes and other joint activities. The Administration will organize
an advisory group comprising of experts in the field of mobile carriers as well as humanities such as history,
documentation, traditional architecture, modern architecture, antique art, folklore, so as to apply professional
advice to the whole process of the project. Especially, CHA will continue to hold international conferences on
digital cultural heritage and to cooperate with cultural heritage experts to resolve technological issues of the
project. The Administration will further extend the scope of the projects to ancient c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 Gaesung (the capital of Goryeo), Gyeongju (the capital of Shilla), Gongju‧Buyeo‧Iksan (the capital of Baekje),
Pyeongyang (the capital of Goguryeo) and others – after the Seoul City Wall Time Machine is completed.
The “Seoul City Wall Time Machine” will offer historical experience with the time travel to the 600-years old
Seoul City Wall and street museums. Those opportunities can allow people to have secondhand experience of
historic events, cultural heritage that is destroyed or damaged and rituals in virtual space, which they are not
likely to have in reality, thus enhancing people’s right of enjoyment of cultural heritage.
The project is also expected to analyze huge amount of data – historical contextua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in relation to the Seoul City Wall and organization of social network of many historic figures – , which humans
would have difficulties in identifying, gathering, organizing and analyzing, by using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ies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other expected outcome of the project is to establish a platform-based collaborative-cooperation model of
public data that public organizations can combine CHA’s data and content with diverse private service. While
overseas exhibitions of cultural heritage have tended to be limited to display movables heritage (e.g. relics),
outbound exhibition will be benefited from digital technologies for cultural heritage, introducing immovable
cultural heritage sites (e.g. architectural cultural heritage) abroad.
Conclusion
It should be admitted that digital cultural heritage cannot replace the authenticity of its original one. But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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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문화유산 디지털 데이터
구축

문화재청은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을 총괄하는 정책 및 집행기관이다. 정보화담당관은 문화유산 디지털화 및
정보화와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와 관련된 기록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하는 일을 담당해오고 있다.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디지털 데이터 구축의 대표적 사례로 「문화유산
3D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과 「한양도성 타임머신 프로젝트」 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문화유산 3D 데이터베이스 구축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멸실‧훼손 시 원형복원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문화유산의 원형과 변화과정을
첨단 디지털 문화유산 기술들을 접목하여 기록하고 있으며, 개별 부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생산된
기록들을 통합 공유하고, 영구보존하기 위한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오고 있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문화재청, 문화재연구소, 국가기록원 등에 분산 보유중이던 각종 보고서, 도면,
영상, 음원, 사진 등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록물 66만건을 수집 디지털 아카이빙 하였고, 2012년부터는
3차원 레이저 스캐닝 기술을 활용하여 건축, 공예, 조각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유산 234건에 대한 3D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구축된 디지털 데이터의 접근성, 진본성, 안전성, 호환성
확보를 위해 유네스코 디지털유산 보존 가이드라인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와 정보시스템을 구축‧활용하고
주기적 백업, 매체 재수록(Migration), 물리적 소산 등을 실시하고 있다.
문화유산 3D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은 전문가 용역을 통해 진행되는데, 전체적인 사업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사업범위, 성과물 요구사항, 제안요청서 등을 작성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예비 목록선정, 현장
예비조사 등 사전조사를 통해 스캔대상과 스캔방식을 결정한 후, ▲본 조사단계에서 정밀 및 광대역 3차원
스캔, 매핑소스 촬영, GPS 기준점 취득, 워크시트를 작성하고, ▲노이즈 제거, 데이터 정합, 병합, 매핑 등
후처리와 품질검수를 통해 3D 스캔데이터를 획득하고, ▲획득된 데이터를 토대로 실측도면/3D모델링/3D
프린팅 데이터로 변환하여 활용하고, ▲구축된 데이터의 메타정보를 획득하여 통합DB에 등록하고, 저작권
식별과정을 거쳐 3D 포털 웹서비스(www.heritage.go.kr)통해 데이터를 개방한다.

최연규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실 사무관

최연규는 한국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실 사무관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역사학 학사학위와 건축공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문화재 공간정보(GIS), 문화유산정보시스템(문화재청 인트라넷), 3차원 스캐닝과 모델링, 3
차원 프린팅을 위한 유산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전문가들과 협업하고 있다.

구축된 3D 데이터베이스는 민간에 개방하여 3D 프린팅 데이터를 활용한 관광상품 및 교육교재 개발,
시각장애인을 위한 3D점자 안내판 제작, 디지털 탁본, 3D동영상, 3D게임, AR/VR/MR 실감형 콘텐츠
구축, 엔지니어링 실측도면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밀 3D형상정보와 공간정보
(GIS), 부재 식별정보 등을 기반으로 건조물 문화재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한 HBIM(Historic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종묘 정전과 불국사 삼층석탑을 대상으로 시범 구축 중에 있다..
디지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록의 제작단계부터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청 각 부서,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개별 수행되는 문화유산 디지털 기록화
사업 결과물의 품질과 데이터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 기록화 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였고, 2013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국외의 데이터 표준을 참조하여 「문화유산 3차원
스캔데이터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하였다.
아울러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 관리,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한
표준화가 중요하다. 특히, 한국의 문화유산은 유물, 기념물, 자연유산, 기록유산, 근대유산, 무형유산(
예능, 공예) 등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문화유산 특성을 잘 반영한 메타데이터 세트를 마련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다양한 문화유산 정보의 통합,
연계, 교환을 증진시키기 위한 참조 온톨로지로 ISO 21127(2006) 표준으로 제정된 CIDOC-CRM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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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록기술 표준인 ISAD(G)를 기본으로 하고, 유물은 박물관 표준인 The Dublin Core Element Set
을 고건축, 근대건축, 유적지 등 기념물과 자연유산은 영국의 MIDAS(A Manual and Data Standard
for Monument Inventories)를 무형유산 공예분야는 CIMI(Computer Interchange for Museum
Information)를 예능분야는 VRA(Visual Resource Association) Core 4.0 등을 참조하여 국제적인
호환성을 갖춘 메타데이터 세트와 개별 데이터 연결을 위한 LOD(Linked Open Data)를 2021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첨단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기록된 데이터를 관리
활용하는데 필요한 기술, 제도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디지털 문화유산과 관련된 국내외 전문가(단체) 들과
교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 CIPA 국제심포지엄(캐나다, 오타와)에서 「한국의 중요 문화재
3D 스캐닝을 통한 디지털 기록화」 포스터 프레젠테이션, Best Poster Awards 수상하였고, 2018 디지털
헤리티지 국제 컨퍼런스(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문화유산 3D 스캔 사례 및 제작지침을 발표하였으며,
금년 9월에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Cloud, 빅데이터(Big Data), Mobile 등‘지능정보기술과
디지털 문화유산 기술의 융합’을 주제로 디지털문화유산국제포럼(대한민국, 경주)을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3D 스캐닝 등 디지털 문화유산 기술들을 기록과 디지털화(Documentation and
Digitization), 분석과 표현(Analysis and Presentation), 저장과 보존(Archive and Preservation),
표현과 공유(Representation and Share) 등 문화유산 보존, 관리, 활용 분야에 폭넓게 적용하여 문화재청
디지털 혁신(Transformation) 전략의 핵심기술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양도성 타임머신 프로젝트
대한민국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어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하여 국가 사회 전반에
걸쳐 정보화를 추진,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와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으며,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5G 네트워크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 및 재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유산 분야에서도 2008년 숭례문 화재 사고 이후, 지진, 화재 등 재난으로 문화재가 훼손 되었을 때 이를
원형복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원형기록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서비스 전반의 지속적인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에게 문화재를 알리는 단순 홍보 수단으로만 인식되던 디지털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져 3D 레이저 스캐닝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이 문화유산 보존, 관리, 활용영역 전반에
확대 적용되고 있으며, 디지털화된 콘텐츠는 문화유산의 조성원리와 내부구조, 소실된 문화재, 당시 사회 및
생활모습 재현 등 현장에서 경험하기 힘든 새로운 가치를 쉽게 전달할 수 있어, 문화유산을 어렵고 재미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문화유산의 가치(진정성)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대체재이자
보완재로 활용되는 등 디지털화된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은 우리가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할 또 하나의
문화유산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문화유산 기술의 발전 및 변화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는 아직 미흡하고,
관련 연구들로 개별 분산되어 단편적으로 진행되거나, 다른 연구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디지털 인문학 등 새로운 연구분야와 융합하는데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2020년부터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한양도성) 600년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디지털 기술로 가상공간에 복원하고, 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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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기술과 접목, 데이터 플랫폼과 실감형 콘텐츠를 구축 서비스하는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양도성 타임머신 프로젝트는 대상과 범위가 방대하여 총 3개년에 걸쳐 추진될 계획이다. 공간적으로 1
차년도에 광화문, 경복궁, 사직단, 종친부, 북촌한옥마을, 육조거리로 이어지는 권역을 2차년도에 덕수궁,
정동, 숭례문, 환구단, 서울역사, 서대문으로 이어지는 권역을 3차년도에는 창경궁, 창덕궁, 종묘, 동대문,
한양도성 성곽으로 이어지는 권역을 범위로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시간적으로는 조선개국(태종)부터,
임진왜란(선조), 경복궁 중건(고종),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근‧현대 서울을 범위로 한다.
사업내용은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첫째, 광화문을 중심으로 조성된 한양 600년의 문화유산들을
시간과 공간이 연결된 4차원(3D+시간) 가상공간에 1:1 실물크기로 기록‧복원‧재현하는 사업내용이다.
한양도성 내 건축문화유산 중 현존하는 대상은 3D 정밀스캔 등으로 실측 모델링하고, 현존하지 않으나
사진‧도면 등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복원 모델링하고, 현존하지 않으나 문헌 등에만 기록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그래픽으로 가상 재현 모델링을 할 예정이다. 모델링 규모는 지정 및 등록문화재 542
건과, 지표조사 보고서 56건, 발굴조사구역 893건, 궁궐 전각 등 시설물 462건, 일반가옥 45,000채이다.
둘째, 관련 문헌자료를 빅데이터로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연결‧맥락화하여 한양 600년 역사, 사회,
문화를 가상공간에 디지털로 재구성하는 사업내용이다. 한양도성과 관련된 개별 아카이브 문헌자료들을
시간, 사건, 인물, 주제, 장소 등으로 연결‧맥락화하여 실감콘텐츠로 제공되는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와
진정성(원형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으로 문화재청, 국회도서관, 서울학연구소, 국가기록원 등이 보유한
한양도성 관련 디지털화 자료(비정형데이터)에서 텍스트, 사진, 영상 등의 매체단위로 표준형식의 데이터를
추출 또는 입력하고 구조화하여 AI기반으로 연관관계 생성한 후 시공간 기반(3D모델링+시간)으로 제공되는
콘텐츠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 외 디지털화가 필요한 국내외 문화유산 원천자료 목록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선정하고, 보유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변환 및 빅데이터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실감콘텐츠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내용으로, 빅데이터 구축, 3차원 모델링을 통해 확보된
원천 데이터들을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등 실감 콘텐츠 제작에 활용하고 한양도성 권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조성되는 실감콘텐츠 체험공간에 서비스할 계획이다. 또한 원천자료를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민간에
개방하여, 관광, 게임, 웹툰, 영화, 전시, 공연, 교육,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산업분야에 활용되도록 하고,
도시계획, 역사학, 문헌정보학, 기록학, 고건축, 근대건축 등 다양한 인문학 분야 학술연구 및 지능형 신기술
적용 테스트 베드로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3대 이동 통신사, 네이버 등 민간포털과 협력, 플랫폼
기반 신규 콘텐츠 서비스 발굴하고, 라이엇 게임즈 등 글로벌 게임사와 제휴하여 실감형 게임 등을 공동
개발 배포할 계획이다.
한양도성 타임머신 프로젝트는 사업규모 및 범위가 방대한 점을 감안, 내부적으로 전담 TF을 구성‧
운영하고 서울시 한양도성도감, 서울학연구소, 서울역사박물관, KAIST 문화기술대학원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원천자료 수집, 기술개발, 성과물 공동활용 등에 대해 협력할 계획이며, 역사,
기록, 고건축, 근대건축, 고미술, 민속 등 인문학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기술, 지능정보기술, 민간포털 및
이동통신사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업준비 단계부터 전문가 의견을 지속 수렴‧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문화유산 국제 심포지엄을 지속 개최하고 국내외 디지털 문화유산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한양도성 타임머신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한양도성 타임머신
프로젝트 이후 문화재청은 개성(고려의 수도), 경주(신라의 수도), 공주‧부여‧익산(백제의 수도),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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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의 수도) 등 대한민국의 고대도시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양도성 타임머신 프로젝트를 통해 한양도성 600년의 타임머신(시간여행) 역사체험, 거리 박물관 등
현실에서 경험하기 힘든 역사적 사건, 멸실 문화유산, 의례 등을 가상의 공간에서 간접 체험하여 문화유산
향유권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한양도성과 관련된 문화유산의 역사적 맥락 파악과 인물에 대한 사회관계망 구성 등 사람의 힘으로
일일이 문헌을 찾아 수집, 정리, 분석하기 어려운 방대한 자료들을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추론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문화재청이 보유한 데이터와 콘텐츠를 기반으로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가 결합되는
플랫폼 기반의 공공데이터 상생협력 모델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며, 유물 등 동산문화재에 한정되었던
문화유산 국외전시가 첨단 디지털 문화유산 기술의 접목을 통해 건축문화유산 등 부동산 문화유산의 국외
전시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맺음말
디지털 문화유산은 실재 진본이 주는 감동과는 차원이 다르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시대에
다양한 문화산업 분야에 원형의 손상 없이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완재이자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콘텐츠 제작과정에서 생산된 초정밀 디지털 기록은 문화유산 멸실‧훼손 시 원형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을 기록, 보존, 해석, 표현, 인식, 공유하는 데 첨단 디지털 기술의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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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I.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Seminar
부록 1. 국제세미나 프로그램

Protecting the Past for the Future :
Digital Documentation as One of the Imperative Tools for Safeguarding of
Cultural Heritage
20 July 2019 Saturday
National Museum of Korea in Seoul, Republic of Korea
Session
09:30 10:30

Opening Ceremony
Hyeseung Shim
(KAIST & ICOMOS Korea)

일시
주최
후원

2019. 7. 20. (토) 09:30~17:00 |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동 제1강의실
카이스트문화기술대학원 디지털헤리티지랩,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이코모스CIPA헤리티지도큐먼테이션, 문화재청, 이코모스한국위원회, 국립중앙박물관, 이코모스무형유산학술위원회
세

Presentation Title
Registration

10:30 MC
11:00

미래를 향한 과거 :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필수 도구로서 디지털 기록화에 관한 국제 세미나

Opening Speech
Keum Gi Hyung (Director-General,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ICHCAP))
Congratulatory Remark
Suk young Han (Vice-President of ICOMOS Korea)

션

내

09:30 10:30

등

용

록

개회사
금기형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10:30 11:00

개회식

진행
심혜승
(카이스트 디지털헤리티지랩)

축 사
한숙영 (이코모스한국위원회 부위원장)
단체사진

Community-based inventori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cosystems” using Photovoice and
Arches
Angela Labrador (ICOMOS ICICH & Managing Partner, Coherit Associates)

SESSION I :
Archiving and
Visualization of
Whe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ecomes digital
Intangible Cultural
Athanasios Moysiadis (ICOMOS ICICH & Adjunct Professor and Researcher, University of Thessaly)
11:00 Heritage - Current
13:00
Issues and Progress Social Media - A Tool for Documenting and Knowledge Transfer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onalisa Maharjan (ICOMOS ICICH & Researcher, Centro Interdisciplinar de História, Culturas e

Moderator
Sociedades da Universidade de Évora (CIDEHUS)
Keum Gi Hyung
(Director-General, ICHCAP)

Photovoice와 Arches를 활용한 공동체 기반 무형유산 ‘생태계’ 목록
Angela Labrador (이코모스 무형유산학술위원, Coherit Associates 이사)

11:00 13:00

1세션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through Information Technology
Weonmo Park (Director, Office of Cooperation and Networking of ICHCAP)

13:00 14:00

무형유산이 디지털이 될 때
Athanasios Moysiadis (이코모스 무형유산학술위원, 테살리아대학교 교수)

진행
금기형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소셜미디어–무형유산 기록화와 지식 전달의 도구
Monalisa Maharjan (이코모스 무형유산학술위원, CIDEHUS 연구원)
정보 기술을 활용한 아태지역 무형유산의 보호
박원모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협력네트워크실 실장)

* Coffee/Tea will be prepared outside of the meeting room. (No official coffee break)

SESSION II :
Digital
Documentation in
Con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
Current Issues and
14:00 - Related Innovative
Technologies
16:00
Moderator
Young Jae Kim
(Professor, Department
of Heritag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16:00 16:15

16:15 16:55

무형문화유산의
아카이빙과 시각화

Geometric Documentation of Heritage and CIPA's Role
Andreas Georgopoulos (President of ICOMOS CIPA Heritage Documentation & Professor, Laboratory
of Photogrammetry, National Technical University of Athens )

13:00 14:00

오

유산의 기하학적 기록화와 CIPA의 역할
Andreas Georgopoulos (이코모스 CIPA헤리티지다큐먼테이션 회장, 국립아테네
공과대학교 교수)

New Tools For The Heritage Documentation, Conservation And Management
Fabio Remondino (Vice-President of ICOMOS CIPA Heritage Documentation & Head of the Unit, 3D
Optical Metrology, Fondazione Bruno Kessle)
Best Practices In Heritage Documentation
Isabella Toschi (ICOMOS CIPA Heritage Documentation & Researcher 3D Optical Metrology,
Fondazione Bruno Kessler)
Issue of Standardization: Development of Global & International Principles in Technical Aspects
Efstratios Stylianidis (Vice-President of ICOMOS CIPA Heritage Documentation & Associate Professor
of School of Spatial Planning and Development, Faculty of Engineering at the Aristotle University of
Thessaloniki)

14:00 16:00

2세션

유형유산 디지털 기록화 –
동향과 혁신 기술
진행
김영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수리기술학과 교수)

Moderator
Hyeseung Shim
(KAIST & ICOMOS Korea)

16:55 Closing Remark
17:00

Establishment of Digital Data Set of Cultural Heritage of Korea
Yeongyu Choi (Deputy Director, Archive & IT Offic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유산 기록화, 보존, 관리를 위한 새로운 도구
Fabio Remondino (이코모스 CIPA헤리티지다큐멘테이션 부회장, 부르노케슬러
재단 팀장)
유산 기록화 모범사례
Isabella Toschi (이코모스 CIPA헤리티지다큐멘테이션, 부르노케슬러재단 연구원)
표준화 이슈
Efstratios Stylianidis (이코모스 CIPA헤리티지다큐멘테이션 부회장, 테살로니키
아리스토텔레스대학교 교수)

Coffee Break
SESSION III :
Towards Korea’s
Efforts and
Challenges in
the Heritage
Documentation

찬

16:00 16:15

휴

유산을 위한 한국의 노력과 도전과제

Revision of the National Policy Document: Guidelines for 3D Scanning of Cultural Heritage – What
Lessons Learnt
Jaehong Ahn (Visiting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Culture Technology & Director of Digital Heritage
Lab, KAIST)

16:15 16:55

3세션

Jaehong Ahn (Visiting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Culture Technology & Director of Digital Heritage
Lab, KAIST)

16:55 17:00

폐회

진행
심혜승
(카이스트 디지털헤리티지랩)

식

한국 문화유산 디지털 데이터 구축
최연규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실 사무관)
국내정책문서 개정 : 문화유산 3D 스캐닝 가이드라인과 교훈
안재홍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디지털헤리티지랩 대표)
안재홍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디지털헤리티지랩 대표)

Appendix II.
Poster for the
International
Seminar
부록 II. 국제세미나 포스터

Posters

DIgITAL
DOCUmenTATIOn
As One Of The
ImperATIve
TOOLs fOr
sAfegUArDIng
Of CULTUrAL
herITAge

International Seminar
Protecting the
Past for the Future:

2019.7.20 SAT
09:30−17:00
National Museum
of Korea in Seoul

Host & Organizer:

Digital Heritage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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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필수
도구로서
디지털
기록화에
관한
국제세미나

미래를 향한 과거:

2019.7.20(토)
09:30-17:00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동 제1강의실

주관 및 주최:

디지털헤리티지랩

Protecting the past for the future :
Digital Documentation as an Imperative Tool for Safeguarding Cultural Heritage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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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매품/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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