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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ICH NGO Conference
“ICH and Resilience in Crisis”
Implication in the Era of B.C.(Before Corona) and A.C.(After Corona)

Concept Note
1. OUTLINE


Date

12-13 November 2020



Venue

Online Conference



Main Theme

ICH and Resilience in Crisis: Implication in the Era of B.C. (Before
Corona) and A.C. (After Corona)



Participants

- Representatives from the ICH NGOs, Researchers, Experts
- ICHCAP, ICH NGO Forum
-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UNESCO



Language

English



Co-organizers

-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
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UN
ESCO (ICHCAP)
- ICH NGO Forum

2. BACKGROUND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ICHCAP) is organizing the 2020 Online
ICH NGO Conference to be held from 12 to 13 November 2020 with ICH NGO Forum. Since 2014,
ICHCAP has been organizing the conference biennially. The conference gives premium focus on
the works of NGOs in the field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in the world.
Even though we are encountered extraordinary conditions due to the COVID-19, both
co-organizers decide to continue cooperative exchanges among ICH NGOs in this challenging
time by changing the conference format to online. Therefore, this year, as a timely issue, the
conference aims to thoroughly understand the broadness and depth of ICH NGOs' roles and
challenges, particularly in the education field. Since the breaking of the pandemic, diverse
cultural institutes, such as museums and galleries, offered online access to all, and UNESCO also
has been trying to collect case studies in the line with the 2003 Conven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articularly SDG 4 Qualit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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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alue illumines when the situation is in hardship. So is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se days, it is called as living heritage, which emphasizes the characteristics of a
source of resilience, inspiration, joy, and solidarity. This conference will be a ground for diverse
stakeholders centering on NGOs to overcome the crisis for the bright future.

3. OBJECTIVES
The 2020 ICH NGO Conference aims to better understand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education in the sense of sustainable development, to discover
good practices, and empower ICH NGOs in the region through sharing useful experiences and
information on their activities. Notably, by strengthening NGO networks in the world under the
current unexpected crisis, Many ICH NGOs, based on their experience and specialties, conduct
activities in diverse ways. As NGOs are mediators bridging between governments and
communities, it is crucial to share their activities and build a network for vitalizing their ICH
safeguarding activitie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humanity.
1) To understand and examine the effects and roles of ICH NGOs in crisis
2) To widen the scope of reachable, adaptable, and practical ICH safeguarding tools

4. PROGRAM
Time (KST)

Program and Speakers

Speakers

DAY 1 (12 November 2020)
14:00-14:10

Opening

Special Lecture 1
Resilience System Analysis (OECD) Roberto Martinez
Session 1 In the Vortex: COVID-19 Era, Roles of NGOs to Safeguard ICH
Moderator. Mr. KEUM Gi Hyung
Uncovering the veil of immaterial cultural heritage
14:30-14:45
Carolina Bermúdez
towards and autonomous management of well-being as
well as cultural and territorial preservation
Holistic Development Model of Community-Based
14:45-15:00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Yuen Long District in
Kai-kwong Choi
Hong Kong of China
Indigenous Knowledge System as a vector in combating
15:00-15:15
Allington Ndlovu
COVID-19
Enlivening Dyeing Tradition and ICH: The initiative of
15:15-15:30
Dibya Borah
ARHI in North East of India
15:30-16:00
Discussion
14:10-14:30

16:00-17:30

BREAK

Session 2 Homo Ludens vs. Home Ludens: changed features COVID-19 brought
Moderator. Ms. Reme Sakr
The popular reaction to COVID-19 from the Intangible
17:30-17:45
Julio Nacher
Cultural Heritage among member cities of the IC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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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18:00
18:00-18:15
18:15-18:30
18:30-19:00

Innovation for Arts and Cultural Education Amid a
Pandemic
Promoting Heritage Education throug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Kalasha Valleys of Pakistan
Shifting to Online Activities: Digital Divide among the
NGOs and ICH Communities in Korea

Jeffrey Poulin
Meeza Ubaid
Hanhee Hahm

Discussion

Day 2 (13 November 2020)
Special Lecture 2
Survey on the Regional Imbalance of NGOs Matti Hakamäki
Session 3 Consilience: Prototype vs. Archetype for Educational Source
Moderator. Ms. Ananya Bhattacharya
Crafting a Post Covid-19 World: Building Greater
14:20-14:35
Resilience in the Crafts Sector through Strengthening
Joseph Lo
Ties with its Community’s Cultural System
Arts and Influence: Untangling Corporate Engagement in
14:35-14:50
Nicholas Pozek
the Cultural Sector
ICH in the South-Western Alps: Empowering
14:50-15:05
Alessio Re
communities through youth education on nature and
cultural practices
15:05-15:35
Discussion
14:00-14:20

15:35-15:50

Break (every participant joining and checking before plenary discussion)

15:50-17:00

Plenary Discussion Post Corona: Between Calm and Passion
Dr. Janet Blake

17:00-17:20

Outcome Document Declaration

17:20-17:30

Closing

5. CONTACT
2020 ICH NGO Conference Secretariat ich.ngo.conferenc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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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Lecture 1
Resilience System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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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lience System Analysi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GOs, and the Post COVID-19 Challenge
Roberto Martinez Yllesca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in Mexico

Thank you. I am delighted to have the privilege of sharing the OECD view on resilience and the
methodology behind the analysis of resilience systems.
Let me stresses for the time being that we face unprecedented challenges, as you all know.
What characterizes the new context that we are facing is a very deep economic and social crisis
that is and something that I wish to convey to you in this location, maybe just an NGO's
perspective.
First of all, what is resilience? We probably have discussed enough in the multilateral assistance
environment about the different aspects related to resilience, so I would like to summarize only
that we have the three key aspects of resilience. It is the capacity to surmount shocks, external
shocks, or disruptive phenomena, and then we have an absorbing capacity as the first layer of
resilience. That is the ability of a system to prepare for mitigating or preventing negative
impacts using predetermined coping responses to preserve and restore essential basic
structures and functions. Then we have the adaptive capacity, which is the ability of a system to
adjust, modify or change its characteristics and actions to moderate potential future damage
and take advantage of opportunities to continue to function without major qualitative changes
in function or structural identities. Examples of adaptive capacity include diversification of
livelihoods, the involvement of the private sector in delivering basic services, and introducing
rock broad resistance, for example. And then we have the transformative capacity, which is the
ability to create a fundamentally new system so that the shock will no longer have an impact.
This can be necessary when ecological, economic, or social structures make the existing system
untenable examples of transformative capacity,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conflict resolution
mechanisms, urban planning measures, and other actions to stamp out corruption. Let me stress
at this point that in the face of an external shock like no other shock that we have witnessed in
decades like the COVID-19 pandemic, we are faced with the opportunity of overcoming a great
challenge in a way that we can bring about transformative capacity into many different
subsystems of social and civilizatory resilience if you will. This is something that we can come
up with continuing in a discussion after we set the tone of our framework of resilience system
analysis.
The bottom line is boosting resilience involves:
-

Actively understanding the risk landscape and how it impacts the system. That is how
society functions in each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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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we need to with it is about determining at which layer of society those risks are best
managed.

-

Applying a set of resilience principles to strengthen the system’s capacity to absorb
shock or adapt the transform so that they are less exposed to shocks

If we go into the concept note, what is the system, or how do we appraise the system from our
methodology. So resilient system analysis uses a systems approach. A system could be many
things, including a unit of society (for example, an individual or household, a community, or a
state), of the natural environment (for example, a forest), or a physical entity (for example, an
urban infrastructure network). The system used as an example in these guidelines comes from
the Sustainable Livelihoods Approach as seen from our perspective at the OECD. A livelihood
comprises the capabilities, assets, and activities required for a means of living. A livelihood is
sustainable when it can cope with and recover from stresses and shocks and maintain or
enhance its capabilities and assets both now and in the future, while not undermining the
natural resource base (DFID, 1999). Under the Sustainable Livelihoods Approach, the well-being
of a community depends on a system with six different categories of assets or "capitals"financial, human, natural, physical, political, and social capital. The assets that make up each of
these categories of capital will differ from context to context.
From our perspective of what is a resilient systems analysis is all about is a toolkit to
systematically analyze resilience and then integrate resilience aspects into the development and
humanitarian programming through a step by step approach to resilience system analysis, a
tool that helps field practitioners to:
-

Prepare for, and facilitate a successful multi-stakeholder resilience analysis workshop

-

Design a roadmap to boost the resilience of communities and societies

-

Integrate the result of the analysis into their development and humanitarian
programming

Furthermore, that is essential in the way that we look at the activities from a grassroots
approach that is ever more vital in the face of rebuilding communities and rebuilding regions in
the context of the very dire, very deep, and very worrisome consequences of the ongoing
COVID-19 pandemic.
A Resilient Systems Analysis will provide key actors in the field with:
-

A shared view of the risk landscape that people face

-

An understanding of the broader system that people need for their all-round well-being

-

An analysis of how the risk landscape affects the key components of the well-being
system which components are resilient, which are not, and why a shared understanding
of power dynamics, and how the use or misuse of power helps or hinders people’s
access to the assets they need to cope with shocks; and

-

Based on all of that, a shared vision of what needs to be done to boost resilience in the
syste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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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to integrate these aspects into policies, strategies, and development efforts at
every layer of society

How can we use a resilient systems analysis? Many in that context in the development assistant
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context, many donors are requiring their partners to base
their programming on a theory of change, linked to a log-frame analysis: the resilience system
analysis facilitates both of these. The outputs of a resilience system analysis provide the
platform for constructing a theory of change, often used in development programming to
support overall analysis, strategy, and critical thinking. This type of resilience system analysis
provides information for the three key steps in constructing a theory of change:
-

Analyzing the context

-

Exploring assumptions and hypotheses for changes in the future; and

-

Assessing evidence for future change

That is in broad terms the context. So, we aimed at producing a roadmap following this theory of
change logic. Through this type of analysis, we aim to develop a log-frame that is often used to
document and monitor humanitarian and developing programs. To provide a concrete vision of
the desired program impact and outcomes to show how project outputs can contribute to these
outcomes and impact and provide better and more coherent risk information for the
assumptions component of the log-frame.
Main purpose of resilience system analysis is to provide valuable inputs into policies, strategies,
and programs rather than to support detailed project design.
In this context, what we talk about is following this methodology through four steps. Step one is
defining the governance and scope of any given strategy that applies, of course, to things such as,
for example, grassroots, social entrepreneurship initiatives. And then closely linked to that, of
course, we hav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itiatives that are linked to local development. So
first, we need to define key stakeholders and how these stakeholders are relevant to local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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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ssroots development goals. And then, we go to step two, which is pre-analysis and briefing
pack, so that is a complex process. However, we talk about how to develop ways to validate
methodologies of interactive or participatory dynamics that can feedback into this methodology
of what it means to develop the roadmap that is acceptable to relevant stakeholders at the
groups at the grassroots level. And we go to the workshop methodologies, and then we have five
steps of the workshop. First, we have five modules from risk stresses and their impact on
systems analysis, and then we go to the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and its
component. Then we go to the third step of analysis of stakeholders and processes influencing a
given system, then we go to identifying gaps in the systems resilience, and then we go to
developing a roadmap to strengthen resilience. That is something it is easy to say, but it is very
difficult to implement in reality. That is why this is something we talked about from a very
general, broad perspective, but if it is to become real or implementable, that is the domain of
grassroots stakeholders and leaders such as NGOs, for example.

Using this roadmap to boost resilience shows what policy and programming changes are needed
to boost resilience in a particular context, prioritized in terms of i) urgent actions, ii) mediumterm actions, and iii) actions that can be started much later. In most contexts, individual
organizations and actors will choose which of the actions on the roadmap to implement based
on their specific mandates, expertise, programming timeframes, and resources. Different actors
can "do" certain things through policy change and programming, other actors can use their
power to “influence” changes, and in other areas, a share advocacy strategy could be useful. All
of the actions prioritized by the roadmap should be picked up by at least one actor.
This is in very broad terms what I would bring to your attention in terms of say, you know, in
the way of setting the tone of a more richer, broader detailed discussion as to what it means to
bring resilience or what it means to build resilience in this very challenging ongoing context of
the pandemic. In that sense, it never as today it is true that NGOs make the big difference in
building back social and community's local resilience in this very key arena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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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of time limitations, I think that there's just a way of setting the tone that we would you
know in the course of this full-day and the second day of this conference, there will be much to
be said as to how in very different specific context resilience can be built strengthened in order
to not only reactivate because that’s something that from in our case the OECD, we hear a lot
from different stakeholders to reactivate economic and economic or social issue but is about
something even more challenging which is to reconstruct social communities, to reconstruct
economies to build back better what has been hit by an unprecedented crisis like the global
pandemic of COVID-19.
In that sense, I very much thank you for the privilege of having this space to share our thoughts
and definitely to continue our dialogue and discussion as to what it is to build our communities
in a more stronger, more sustainable, and more resilient new social impact and then NGOs have
a crucial contribution to that level.
Thank you very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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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In the Vortex: COVID-19 Era,
Roles of NGOs to Safeguard 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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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overing the veil of immaterial cultural heritage towards
and autonomous management of well-being as well as
cultural and territorial preservation
Carolina Bermúdez
Fundación Etnollano

Abstract
The joint work for more than three decades with indigenous groups from the Orinoquia and
Amazon regions of Colombia has led us to understand immaterial cultural heritage (ICH) both as
a catalyst and a mean for building community well-being as well as contributing to cultural and
territorial preservation, rather than as a result on itself. This ICH understanding has allowed us
to envisage our role as an NGO as that of supporting and accompanying community-based
processes that entail ICH as a way of improving people’s well-being. In this paper, we focus on
our experience with the Piaroa indigenous people- who inhabit the Mataven Forest in the
Colombia Amazonia- to unpack our role as an NGO and ICH in three of the ways we enact it:
1) Supporting local ICH research: Topics include agroecological systems,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handicrafts, all of which have direct and indirect relations with
nutrition, gender, means of production, and health. Following an applied research
approach, some of the ICH information gathered is refreshed or adapted by the Piaroa
people so that it is useful and relevant according to the current context;
2) Building bridges: These are aimed to encourage a respectful interrelation and dialogue
between the Piaroa and non-indigenous actors, institutions, and policy-makers related to
ICH. These bridges have led to important processes of land rights recognition,
formalization of Piaroa’s own education systems, and implementation of health models
that recognize indigenous’ knowledge.
3) Accompanying the Piaroa’s own education processes: Both in formal and informal
settings, the Piaroa’s education encourages the transmission of ICH elements, including
the knowledge and skills needed to reproduce the Piaroa’s ways of living, thinking, and
relating with the ecosystems of the Mataven forests.
These are three of the elements that have allowed us to work with indigenous communities to
uncover the veil of immaterial cultural heritage and together understand the practices,
knowledge, and skill’s systems that have served traditional groups for their survival, identifying
those elements that might be important and valuable for today’s context as well. From Etnollano
Foundation, we have aimed for slow and long-term processes that prioritize listening, intending
to understand the world from an indigenous perspective. Although we have achieved several
outcomes, there are still many lessons to learn. We remain open to keep learning and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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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ting to be part of a larger global movement committed to learning from those groups that
have transmitted through generations ways of living that embrace responsible management of
ecosystems, being conscious of their own well-being as well as of the global population’s as a
whole.
Keyword(s): Indigenous people, immaterial cultural heritage, well-being, cultural and
territorial preservation, education
The joint work for more than three decades with indigenous groups from the Borinquen
and Amazon regions of Colombia, has led us to understand immaterial cultural heritage
(ICH) both as a catalyst and a mean for building community well-being as well as
contributing to cultural and territorial preservation, rather than as a result on itself. This ICH
understanding has allowed us to envisage our role as an NGO as that of supporting and
accompanying community-based processes that entail ICH as a way of improving people’s
wellbeing. This role has been evident during the pandemic of COVID-19.In this paper we focus
on our experience with the Piero indigenous people- who inhabit the Mateen Forest in the
Colombian Amazonia- to unpack our role as an NGO and ICH in three of the ways we enact it: 1)
Supporting local ICH research 2) Building bridges and 3) Accompanying the Piaroa’s own
education processes. These three ideas will be explored in the following paragraphs,
presenting examples and evidence of the recent lived situations in the midst of the global
pandemic. Besides these points, the paper presents some general reflections that have
emerg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role that we can play as an NGO in future
situations like this one, as well as the role during the post-pandemic context that will pose som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as well.

1) Supporting local ICH research
The support of local immaterial cultural heritage research has become especially evident
during the last year, with the beginning of the project “Cultural Heritage for Inclusive Growth”
(Sembrando Nuestros Saberes), funded by the British Council and operated by Etnollano
Foundation, which has demanded several methodological changes and adaptations for the
COVID-19 pandemic context. This project includes three components: handicrafts, tourism and
territorial management. Within territorial management, the need of supporting local research
became imminent according to the context. Into ally communities- La Urbana and Pueblo
Nuevo-research about traditional food systems was of special interest for its people, due
aiming to respond to a lack of local food due to a flood that affected the community and crops in
the year(2018). Accordingly, two young indigenous leaders (a man and a women), started
research around traditional seeds and recipes, as well as contemporary ago ecological
techniques that can be combined with Piaroa’s practices. Besides serving for their local
nutrition and consumpti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process will serve the touristic
process these communities are developing, since the local crops, traditional recipes and
Piaroa view of food in relation to health, will be applied to the touristic products and services.
Members of another Piaroa community- San Luis de Zama, decided to start researching about
raw materials that can be used for the handicrafts they commercialize, due to a current
lack and scarcity of such materials. Therefore, in both cases, the support to loc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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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with ICH, is related with the possibility for these communities to improve their
wellbeing. Following an applied research approach, some of the ICH information gathered is
refreshed or adapted by the Piaroa people so that it is useful and relevant according to the
current context.
However, these processes were challenged when the COVID-19 pandemic started since the
British Council and Etnollano’s teams could not continue travelling, and could not
communicate with the local researchers and other members of the communities, since
there is no internet or phone coverage in these areas. Therefore, we had to quickly develop new
ways of communicating and identifying tasks that researchers could keep developing. These
new methodologies and ways of working have allowed us to continue supporting local
researchers from long distance due to the pandemic situation. Now that we have been able to do
fieldwork again, we have restarted the work with the local researchers, aiming to have a
more applied approach in this new phase of the project.

2) Building bridges
Another important role of Etnollano Foundation in relation to immaterial culture heritage,
has been that of building bridges aimed to encourage a respectful interrelation and
dialogue between the Piaroa and non-indigenous actors, institutions and policy-makers
related with ICH. Since the beginning of its foundation, Etnollano has operated with a strong
intercultural focus, aiming to encourage an exchange of knowledge, experiences, beliefs and
experiences between different cultures with the aim of improving people’s wellbeing. Such
bridges have led to important processes of land rights recognition, formalization of Piaroa’s
own education systems and implementation of health models that recognize indigenous’
knowledge. With a focus on developing intercultural processes, the metaphor of building
bridges intends to identify ‘the best of both worlds’ as well as a ‘two-way process’ in
which information and knowledge can flow in both directions. In the midst of the COVID-19
situation, one of the way in which bridges were established, was the relation between
indigenous communities and the Secretariats of Health in order to find ways of preventing and
taking care of the COVID.A second example of this was the application process and successful
award of a prize focused on tourism activation, to which we applied from Etnollano as
partners of the Piaroa communities of La Urbana and Pueblo Nuevo.
The role of Etnollano as and NGO throughout this process, was the one of supporting the
application preparation, which included an arduous work in terms of writing, as well as
suggesting the partnership with a private touristic company, aiming to build a bridge between
the communities’ interests and the tourism sector and market. The call for this prize was
focused on Nature and Cultural Tourism bestowed by ‘Colombia Riqueza Natural’- A USAID
program focused on biodiversity conservation in Colombia- and Colombia Productiva,
supported by the Colombian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and funded by USAID.
During July 2020, some of the Piaroa leaders that have been interested in tourism contacted
Etnollano Foundation, asking for support in the application process. After some days of joint
work, the idea of a partnership between us, as well as a tourism private company, emerged
as an innovative model.

20 _ 2020 ICH NGO Conference

Besides services and capability development, this process will include a strong component of
immaterial cultural heritage, as the base needed for a Natural and Cultural Tourism. On
one hand, the development of a Natural and Cultural Tourism Initiative, encourages the
application of a traditional system of resource management that the Piaroa people have
implemented throughout generations. This includes following in a strict way the ecological
calendar to define touristic activities, respecting the ecosystem’s cycles. Also, the development
of an ecological calendar focused on local foods will be important to orient the food
availability for tourists’ consumption. Besides the strict application of the Piaroa natural
resource management, Etnollano will be supporting the constant communication with
external actors, including an environmental professional, a chef to explore innovative
recipes that combine indigenous with non-indigenous ingredients and preparations, th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EAN) and Riqueza Natural-that will be supporting the
environmental aspect. The development of a business plan, for exampl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VID-19 biosecurity protocols, brings the encounter between different logics and worlds.
In this case, building bridges will be aimed to identify ‘the best from both worlds’ in order to
enrich the touristic product that will be offered by the Piaroa people in the future.
On the other hand, the development of a Natural and Cultural Tourism Initiative will include a
strong process of ‘cultural interpretation’, building bridges between the Piaroa people and
the tourists. It implies an important process of identifying the elements of immaterial cultural
heritage that the Piaroa people would be willing to share (As well as those elements that
they would prefer to keep for themselves because of cultural protection). Once those
elements have been identified, the Etnollano Foundation will be supporting the process of
exploring ways in which such cultural aspects can be shared with tourists in a way that it is
understandable and enjoyable from a non-indigenous perspective. This may include simple
tools such as the signals used throughout the hotel and trails, sharing written and drawn
information with tourists. It can also include digital tools such as recordings and videos.
Besides the means and mechanisms, the information itself will be interpreted so that a nonindigenous person understands it. This might include translation to other languages,
exemplification, and use of metaphors, amongst others. The Etnollano’s team will be sharing
methodologies so that such interpretation can be done by the same community, aiming to
support community empowerment, while encouraging ‘building bridges’ between different
worldviews, logics and cultural groups.

3) Accompanying the Piaroa’s own education processes
The Etnollano Foundation has played an active role in accompanying the Piaroa’s own,
formal and informal education processes in different manners and although it has been able to
continue supporting the informal processes during the pandemic, there are still some
questions on how it can continue supporting the formal education during a situation as the
current one. First, Etnollano has supported Piaroa’s informal education through several of its
projects and processes, including the encouragement of knowledge transmission related to
material culture and handicraft production, as well as supporting the application of agroecological research results to th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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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Etnollano has supported Piaroa’s formal education in accompanying the development of
their own education system and language strengthening processes. Both in formal and
informal settings, the Piaroa’s education encourages the transmission of ICH elements,
including the knowledge and skills needed to reproduce the Piaroa’s ways of living,
thinking, relating and managing the Matavén rainforest. However, there is still the unanswered
question on how we can continue supporting it during a context such as the one posed by
COVID-19.The current process of satellite Internet installation- supported by the British
Council-, has brought new hints on the possibilities that this connection might bring for
education processes. This will allow us to continue supporting local researchers around their
ICH topics and organize intercultural exchanges with other groups around ICH. Although the
new connectivity might bring new opportunities for education, we are also aware of the risks
and possible negative impacts that it might bring. Therefore, one of the roles of Etnollano will be
to orient this process so that the community can make their own decisions about how to
manage this and prevent that cultural processes are affected.
Another role that Etnollano has played in terms of education has been sharing information
about the Piaroa people and their culture with non-indigenous people interested in supporting
indigenous communities during the pandemic. During the month of June, 32 artists joined
and started to develop the initiative ‘Piel Indígena’ with the aim of organizing an art
auction and donating70% of their sales to indigenous communities in risk of COVID-19.
During the process of organizing the kit distribution proposal, we organized some informative
calls/webinars with the artists in order to share information about the Piaroa culture.
This served as an ‘external’ education process, in which people in the capital city of Bogotá
were learning about the Piaroa people.
Also, when discussing which elements to include in the kits- it wa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needs and interest of the communities, rather than sending a generic kit. The biosecurity
kits included items such as masks, antiseptic alcohol, thermometer, chirurgical gloves, as
well as an informative toolkit with information aboutCOVID-19prevention- with a cultural
adaptation in terms of language and content. The ‘voluntary isolation’ kits, included items
that aim to support communities avoid going to the urban areas, providing fishing hooks,
a ‘machete’, soap and salt, amongst other elements. Rather than sending ‘canned food’ for
example, these elements were thought to support the local systems of food production.
Although the biosecurity kits that were delivered to the health community agents, included a
COVID-19 toolkit, from Etnollano we identified several challenges in terms of education.
Some of these are related with belief systems of the Piaroa people around health and
specific ideas around COVID, for example when some people think it does not exist in
indigenous communities, but that it is a sickness that affects only non-indigenous people.
Therefore, when starting to do fieldwork again, it has been important not to impose
biosecurity protocols, but rather look for ways to adapt the methodologies, starting by
doing activities outdoors, rather than inside a room or a community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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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 19 Pandemic and Etnollano’s reflections
This pandemic has brought new reflections within our team and the role we can play,
specifically on how to support ICH processes focused on supporting the wellbeing of
people and communities. It has also evidenced several aspects of the Piaroa people that we can
learn from. First, we have envisioned how the indigenous groups strengthen their own
governance systems and territorial control, deciding who comes in and out, how to manage
the protocols- rather than those imposed by the government. When COVID-19 arrived to
Colombia, some indigenous groups decided to close their territory and not accept anyone
external to come in (Including people from the Secretary of Health). Second the importance of
‘the collective’. The Piaroa people describe how once one member of their family gets
affected by COVID-19, rather than isolating that person, they take care of him/or her,
evidencing a strong sense of ‘the collective ‘in their culture. Third, how they quickly activate the
traditional medicine practices as well as their own food systems, avoiding the need to visit
urban centers for food access. This might be related to the historical experiences of facing
sicknesses that come from other cultures. Fourth, it was impressive to see how the Piaroa
people quickly moved into their farms, specially their cropping areas. In the future, it would
be important for Etnollano Foundation to understand how to quickly support traditional
medicine.

Conclusion
In conclusion, there are three elements that have allowed us to work
communities to uncover the veil of immaterial cultural heritage:

with indigenous

Supporting local ICH research; Building bridges and accompanying the Piaroa’s own education
processes. These have helped us to understand the practices, knowledge and skill’s systems
that have served traditional groups for their survival, identifying those elements that might be
important and valuable for today’s context as well.
From Etnollano Foundation, we have aimed for slow and long-term processes that prioritize
listening, intending to understand the world from an indigenous perspective. Although we
have achieved several outcomes, there are still many lessons to learn. We remain open to keep
learning and sharing, wanting to be part of a larger global movement committed with
learning from those groups that have transmitted through generations ways of living that
embrace a responsible management of ecosystems, being conscious of their own well-being as
well as of the global population’s as a whole.
We would like to recognize and thank the Piaroa people, their work, organization and culture, as
well as what they have shared with us. Their experiences, strength and strong organization
keep inspiring our work every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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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istic Development Model of Community-Bas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Yuen Long in Hong Kong of China
Kai-kwong Choi
Life Encouraging Fund

Abstract
Yuen Long Community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evelopment Project is a proposal of the
Life Encouraging Fund,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based in Yuen Long district. This pilot
project is an exemplar of an NGO working for community-based ICH education and transmission
with a holistic development model. It covers all five domains of ICH in the district with priority
to elements on the representative list for development as a whole.
Planned activities for residents in the district are listed by domain as follows:
1. Oral traditions and expressions: Wai Tau Dialect Interactive Classroom
2. Performing arts: Cantonese Opera Demonstration Performance
3. Social practices, rituals and festive events: On-site Festivals and Rituals Guided Tours
4. 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 On-site Making of Herbal Tea
5. Traditional craftsmanship: Paper Crafting Technique Workshops
The NGO would maintain a Facebook page as an online platform fostering communication
between ICH bearers, bearer organizations, and other district stakeholders for the collaborative
development of ICH.
The NGO would finally publish a guide booklet with an illustrated map of ICH elements in the
district for long-lasting promotion.
With the above package, the NGO integrates various ICH resources, empowers ICH bearers and
bearer organizations, and foster interaction between residents and ICH bearer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ICH in the Yuen Long district. Being empowered by the NGO, ICH bearers and
bearer organizations would continue transmission on their own with more participation from
the residents in the same district. This holistic development model of community-based ICH
would be a valuable reference for other districts in Hong Kong.
Yuen Long Community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evelopment Project is a proposal of the
Life Encouraging Fund,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based in Yuen Long district. This pilot
project is an exemplar of an NGO working for community-based ICH education and transmission
with a holistic development model. It covers all five domains of ICH in the district with priority
to elements on the representative list for development as a whole. Planned activities for
residents in the district are listed by domain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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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traditions and expressions: Wai Tau Dialect Interactive Classroom
The Wai Tau dialect is declining even in villages. The NGO facilitates native villagers to conduct
dialect courses, using vocabulary taught about daily village life. The content is focused on the
traditional rituals and practices of villages. Small class size encourages participants to interact
by speaking with one another. Classes are conducted in a village school on weekends to enhance
the learning atmosphere.

Wai Tau dialect vocabulary

Village school

Performing arts: Cantonese Opera Demonstration Performance
Cantonese opera was inscribed onto the UNESCO's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The NGO organizes troupes for a series of demonstration performances
with guided lessons and interactive activities in Yuen Long Theatre for participants to enhance
their knowledge of Cantonese opera and train them to appreciate this traditional art form. The
organizer expects the participants to become regular patrons of the opera, supporting the art
through ticket sales.

Yuen Long Theatre

Cantonese opera po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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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practices, rituals, and festive events: On-site Festivals and Rituals
Guided Tours
The villages in Yuen Long preserve a number of festivals and rituals: Lantern Lighting Ritual,
Spring Ancestral Worship, Tin Hau (Empress of Heaven) Festival, Yu Lan Ghost Festival, Jiao
Festival, and more. The guided tours are led by folklore experts to interact with organizers of
these events on site. This helps the residents, especially young people living in urban areas, to
learn more about the outer villages and their traditions with an aim to narrow the urban-rural
gap and strengthen the sense of belonging for the whole district.

Tin Hau (Empress of Heaven) Festival

Guided tour led by folklore expert in Jiao Festival

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 On-site
Making of Herbal Tea
There is a Chinese herbal medicine garden in Yuen Long district where over a hundred herbs
are planted. Chinese medicine practitioners introduce the herbs to participants and guide them
to choose the right combination of herbs for tea based on the season. After attending this
activity, participants are expected to know how to buy the herbs from medicine shops and make
herbal tea on their own.

Chinese herbal medicine garden

Chinese medicine shop with herb 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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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al craftsmanship: Paper Crafting Technique Workshops
A paper crafting master in Yuen Long leads a series of workshops to teach the technique.
Throughout the lunar calendar, the hands-on craft making includes an ancestral lantern for
Chinese New Year, a flower-canon for Tin Hau (Empress of Heaven) Festival, a face heaping, and
painting of ghost master for Yu Lan Festival, a flower lantern for Mid-autumn Festival, among
others. Potential apprentices for further training are expected to be found in the workshops.

Flower-canons for Tin Hau
(Empress of Heaven) Festival

Paper crafting master with a lantern for newborn sons in a village during Chinese New
Year

Being the project holder, the NGO maintains a Facebook page to post an announcement of these
activities and other ICH news of Yuen Long district. This online platform fosters communication
between ICH bearers, bearer organizations, and other district stakeholders for the collaborative
development of ICH.
During the project implementation, ICH illustration with text description is produced one by
one for advertisement of the corresponding activities. In the end, a guide booklet with an
illustrated map of ICH elements in Yuen Long district is published for the residents of and the
travelers to Hong Kong for self-guided tours. Apart from free hard copy, electronic copy in pdf
format is available on the internet for wider promotion.
With the above package, the NGO integrates various ICH resources, empowers ICH bearers and
bearer organizations, and foster interaction between residents and ICH bearer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ICH in the Yuen Long district. Being empowered by the NGO, ICH bearers and
bearer organizations would continue transmission on their own with more participation from
the residents in the same district. This holistic development model of community-based ICH
would be a valuable reference for other districts in Hong Kong as well as other regions an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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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genous Knowledge Systems
as a vector in combating COVID-19
Allington Ndlovu
Amagugu International Heritage Centre

Abstract
Indigenous Knowledge Systems have recently been regarded as an important commodity in
global health development, thanks to local teas in China and a herbal remedy in Madagascar,
just to mention a few. Although recommendations by World Health Organization in the 1978
Health for all Declaration highlighted the need for people to tap into their traditions and
practices in Primary Health Care (PHC), this was largely ignored. The pandemic has caused a
number of loopholes into the global functionality, for instance, the novel coronavirus 2019 has
shaken World Food Security, exposed thousands of households into poverty worldwide and
crippled multiple health systems and paved way for a new pandemic – death by hunger.
Indigenous people with their IKS are a living proof of humankind’s resilience, with their
Indigenous Knowledge Systems they have survived invasions, pandemics, and outbreaks for
centuries, and at this point in time IKS may still be used as a vector to combat Covid-19
pandemic. To fight COVID-19, indigenous people can resort to hot-water-bath therapy (ukufutha
in the isiNdebele Zimbabwean language) to kill the virus in one’s windpipe; they can also adapt
to indigenous food preservation in order to sustain consumption of food and cultivate their
resilience when there’s lack of food security. The presentation will highlight interventions by
local communities on how they have deployed indigenous knowledge systems to treat COVID19 symptoms and also enhance food security in light of job losses and lockdowns.

Introduction.
Covid-19 negatively affected the world in every aspect of life globally. However, there are
notable breakthroughs that can be obtained from IKS. Indigenous Knowledge Systems can be
used as a vector in combating covid-19. But for us to arrive at these interesting conclusions we
need to have a perceptive-open mind which is not rigid enough to judge other people’s
knowledge systems based on our backgrounds, clearly, we all know that this world is too
complex to be interpreted and understood through the eyes of one culture. Having said that, it is
important for us to note that there are more than a thousand definitions of what people
perceive to be IKS and therefore in this presentation and for the sake of the diversity of
participants in this meeting, I thought it more prudent to look at multiple definitions by
different authors so that we have a comprehensive approach. Malchias cited by Eyong in 2007
defined IKS as to what indigenous people know and do, and what they have known and done for
generations, practices that evolved through trial and error and proved flexible enough to 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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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change. If we take this as our working defining then it becomes easy for us to understand
that since time immemorial people have always resorted to their IKS for survival and these are a
living proof of humankind’s resilience, with their Indigenous Knowledge Systems they have
survived invasions, pandemics, and outbreaks for centuries, and at this point in time IKS may
still be used as a vector to combat Covid-19 pandemic. The Chinese teas, Madagascar’s herbal
remedies, the Sub-Saharan medicinal plants, organic agriculture, traditional diets and relying on
advices from the elders of the communities, one can submit that IKS including modern clinical
interventions can indeed help fight covid-19 and improve food security that has been shaken all
over the world. To fight covid-19, indigenous people can resort to hot-water-bath therapy
(ukufutha in the isiNdebele Zimbabwean language) to kill the virus in one’s windpipe; they can
also adapt to indigenous food preservation in order to sustain consumption of food and
cultivate their resilience when there’s lack of food security. The agenda 21 of the UNCED
conference emphasized on the need for governments to work towards incorporating IKS into
contemporary socio-economic development programmes in order to attain sustainable
development (Helvetas; 2011, Gaillard & Mercer 2012). Some of the Indigenous Ways of
Knowing (IWK) that can be incorporated in extenuating or battling Covid-19 will be talked
about as the presentation unfolds.

The effectiveness of language use in militating against Covid-19
Indigenous Knowledge Systems has a couple of critical dimensions and one of them is
linguistics. Language may come handy in combating this pandemic. One of the pivotal aspects of
dismantling and eliminating a threat or crisis is understanding it, knowing what it is, its causes,
its limitations and delimitations and in most cases, this is usually best understood in a people’s
native language. WHO purports that, Africa (especially) have relatively weak healthy systems,
proactive measures to prevent the spread, contain and to eliminate the spread of virus will be
critical. Thus, indigenous people can turn to their indigenous knowledge and countries should
step up campaigns to educate the general public on best practices. This can be achieved through
using a people’s native language to ensure to effectiveness of a campaign. The information on
flyers used should be translated to guarantee maximum coverage. Some of the reading materials
and media content that is meant to help and equip members of the public does not serve its
maximum purpose and it is delivered to the wrong audience. Therefore, IKS through use of
indigenous languages can breach the gap of communication barrier and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hand-outs given to the public. Indigenous proverbs and sayings can be capitalized to draw
attention and for clarity of the risk that comes with the coronavirus, for instance an isiNdebele
proverb ‘kwabo kagwala akula sililo’ to advise the public to oblige to the stipulated preventive
measures. To encourage societies to stay positive and create optimistic energy on people
sayings like ‘okungapheliyo kuyahlola’ meaning what doesn’t come to an end is an abomination,
and likewise the novel coronavirus will eventually come to an end if they work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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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rporating Indigenous Knowledge Systems in agriculture to combat
Covid-19 and ensure Food Security
WHO postulated that many Africans risk becoming food insecure as a consequence of this
coronavirus crisis, and now more than ever it is important to prioritize agriculture. The Covid19 crisis has hit economy, health security and food security all at once which has affected
household incomes due to unemployment and lockdowns which put businesses on go slow.
Several indigenous peoples from different regions have identified hunger as the main effect of
the COVID-19 crisis. Food shortages are resulting from the combined effects of isolation,
remoteness, the lockdown, the disruption of the food value-trade chains, and the suspension of
income generating activities. In as much as the world is devising means the cure and prevent the
spread of the virus, it should also work tirelessly in handling the negative effects that befalls
communities due to this crisis e.g. hunger. Indigenous people should work towards
incorporating their IKS related to agriculture in battling Covid-19. For instance, they can adapt
to climate change and explore their resilience skills by farming drought resistant crops and
those that are quick to ripe like cow beans.
Indigenous vegetables, for example, often referred to as traditional vegetables, are a common
household food in most of the Southern and Eastern African countries. The majority of the local
farmers cannot always produce and eat exotic vegetables, such as cabbages, carrots, or beet
roots due to unavailability of seeds and/or high production costs associated with these exotic
vegetables. They, therefore, depend on traditional vegetables as a regular side dish or sauce
accompanying the staple foods, such as maize, cassava, sweet potatoes, millet, and sorghum. The
staple foods provide calories needed for the body energy but are very low in other nutrients,
while traditional vegetables, such as Amaranthus, Solanum aetiopicum, Manihotesculenta
(cassava leaves) and Ipomea batatas (sweet potato leaves), have high nutrient nutritive value
(World Bank, 2004).
IKS form a basis for community-level decision making in areas pertaining food security, human
health and more importantly the use of natural resources in battling this novel coronavirus.
Local communities may also resort to indigenous food preservation methods to prevent their
food stock from getting spoiled and to sustain consumption of food. A wise man once said,
growing your own food is like printing your own money, so perhaps by ploughing their own
food they may counter economic challenges at household level and ensure food security. Their
traditional farming and food preservation skills could be linked with their current resilience
skills and adopt the concept of modernizing tradition and traditionalizing modernity.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United Nations says the COVID-19 socio-economic impacts have
affected indigenous peoples across the world differently: Those who rely on their indigenous
food systems and have adopted traditional lockdown practices are coping better than other
communities who rely heavily on the market for their food needs. In Nigeria, for example,
indigenous methods of weather forecasting are used by farmers to complement crop-planning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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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cinal aspects of Indigenous Knowledge Systems
Western Science is increasingly recognizing the value of IKS and is collaborating with
communities to incorporate their knowledge in related projects and industries reveals how
much IKS should be given enough platform to combat Covid-19 and all effects that bedevil
societies, economies and health systems. Traditional Medicine is the sum total of knowledge of
practices that enables diagnosing, preventing and eliminating a physical, mental or social
disease which relies on IKS experience. Throughout history, traditional medicine has been a
source of medical treatment for diseases such as malaria. In May 26, 2020 Kumbirai Nhongo
wrote an article on the similar subject and stated that, Madagascar has attracted global
attention after announcing in April that it has the herbal remedy for the coronavirus.
Unfazed by international criticism that scientific evidence was lacking, President Andry
Rajoelina launched COVID-Organics, the herbal remedy that he claimed could prevent and cure
the disease. “This herbal tea gives results in seven days,” he said, to choruses of disapproval
from health experts and pharmaceutical companies from the usually dominant industrialized
nations and curiosity from other African leaders aware that the northern companies often find
and patent medicines that originate in Africa, with little benefit to the continent. According to
the Malagasy Institute of Applied Research, the organization that developed the beverage, the
remedy consists of a number of indigenous herbs, along with artemesia annua, a plant with
proven efficacy for malaria treatment. Figures from the Africa Centre for Disease Control (CDC)
show that as of 10 May, Madagascar had one of the highest COVID-19 recovery rates on the
continent at 52 percent.
 Equatorial Guinea, which as of 10 May had 439 COVID-19 cases and four deaths, became
the first African country to receive the product from Madagascar on 30 April.
 The consignment contained 11,500 packets of COVID-Organics weighing 1.5 tons. Niger,
with 821 COVID-19 cases and 46 fatalities as of 10 May, has taken delivery of the
Malagasy product.
 Souley Zaberou, a health ministry official from Niger, said the consignment contained
enough product to treat 900 people.
 The Senegalese President Macky Sall commended Madagascar for its “efforts in the
search for therapeutic solutions which Senegal is following with interest.”
 In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President John Magufuli announced plans to import
the product for use by locals.
 “I have been in talks with Madagascar. They say they have discovered the medicine for
COVID-19. We will send a plane to bring the medicine so that Tanzanians can also
benefit,” he said. Other countries that have received the Malagasy remedy include the
Republic of Congo and Guinea Bissau.
Kindamba (2003) listed some of the following medicinal plants found in the Sub-Saharan Africa
which have stood the test of time:
1.1 Acacia senegal (L.) Willd. (Leguminosae: Mimosoideae)—Gum Arabic
1.2 Aloe ferox Mill. (Xanthorrhoeaceae)—Bitter Aloe or Cape Aloe
1.3 Artemisia herba-alba Asso (Med)—Asteraceae—Wormwood
1.4 Aspalathus linearis (Brum.f.) R. Dahlg. (Fabaceae)—Rooi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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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entella asiatica (L.) Urb. (Apiaceae)—Centella
1.6 Catharanthus roseus (L.) G. Don (Apocynaceae)—Madagascan Periwinkle
1.7 Cyclopia genistoides (L.) Vent. (Fabaceae)—Honeybush
1.8 Harpagophytum procumbens (Burch.) DC. (Pedaliaceae)—Devil’s Claw
1.9 Momordica charantia Linn. (Cucurbitaceae)—Bitter Melon
1.10 Pelargonium sidoides DC. (Geraniaceae)—Umckaloabo
These are some of the herbs that Africa today still boast about. They have since time
immemorial been relied upon to help strengthen the immune system and boost people’s health
in general. Nonetheless, there is still a paucity of clinical evidence to show that they are
effective and safe for humans. Without this information, users of traditional medicinal plants in
Africa and elsewhere remain skeptical about the value of such therapies. This denies people the
freedom to choose plants that are potentially less costly and are more accessible. Another issue
concerning the use of botanical remedies is the need to understand the safety of these therapies.
For these reasons, information about efficacy and safety of traditional medicines is urgently
required.

Traditional knowledge and practices
Indigenous peoples have been using their traditional knowledge and practices to find solutions
to the challenges the pandemic brings them. As they have done for centuries, their communities
continue to adapt to change while maintaining their cultures and traditions.
In Brazil, for example, the Juruna people had been providing culturally appropriate school meals
for local children – and now that schools are closed, they are delivering food for free to
vulnerable members of their community. In Colombia, the Calicanto Indigenous Association and
the Inga community are mitigating the restrictions on movement by organizing the distribution
of their harvests based on families’ exact locations.
Siambombe and Mutale (2018) submitted that, the indigenous knowledge helped the BaTonga
people to come up with means to cope with the effects of disasters such as starvation by farming
in valleys and flood plains, storing excess food and praying to their gods to bring more rain and
to control pests. In the face of widespread of innovation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s,
traditional knowledge system is on the downward trajectory despite its value in community
development discourse.
These examples, as well as other traditional practices of solidarity display the reciprocity and
mutualism with which these peoples safeguard the food security of their community members.
These traditions, practiced widely amongst many different indigenous peoples’ communities,
are key to these communities’ resilience and ability to maintain their traditional cultures while
adapting to the restrictions brought about by the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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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In summary, it is indeed a truism that Indigenous Knowledge systems can be used as a vector in
combating covid-19. As stated in the presentation,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what IKS means
to different people and what components constitute IKS. Contextually, IKS refers to age old
longstanding traditions and practices involving wisdom, knowledge, teachings of communities
and traditional technologies which hav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modern resilience skills,
technology and medicine having led to discovery of hundreds of new drugs. In this case, IKS was
analyzed closely to understand its historicity and its immense contemporary contribution in
fighting pandemics. We are talking about the use of language (linguistics) in order to convey
proper messages to different native groups in the world, we are talking about the use of
medicinal aspects of IKS, we talk of traditional practices which bring people together in
solidarity and suggest uniform traditional interventions, for ensuring food security and fighting
the effects of covid-19, we talk of organic agriculture, IKS-based weather forecasting, IKS-based
food production, preservation and storage. All these can be relied upon that is if communities
get proper support from the government. Examples of these traditional medicinal
breakthroughs have been noted in Madagascar, Mali, Nigeria, Republic of Congo, China and
other countries in Latin America. Needless to say, what remains critical is the fact that IKS is
facing major threats as it is passed down by word of mouth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nd
the reliable custodians are the elderly who may die with this vast knowledge. Another threat is
that there is still reticence in the use of IKS which is considered by many to be anecdotal and not
scientific. However, it is imperative therefore that, without delay, IKS in be protected,
documented, studied, modified if necessary and then widely disseminated to promote
development and complement public health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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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livening Dyeing Tradition and ICH
: The initiative of ARHI in North East of India
Dibya Jyoti Borah
President, ARHI

Abstract
Non-profit organization ARHI from the North-Eastern part of India has dedicated itself to
preserving the undocumented and un-archived ICHs of different small and big communities in
this area for many years. These communities are on the verge of losing their identity from the
hegemony of either pervading mechanization of urban life or an adjacent bigger community’s
dominant culture. It is apparent the isolation and the “looked-down-upon” attitude of the
majority communities have even created an inner centrifugal force within the communities
where the new generations have withdrawn from the existing practices of lore and norms. ARHI
has been proactively engaged in different innovative ICH revival and education projects. Of
special mention is the ongoing revitalization of ICH associated with the natural dyeing tradition
of the Karbi tribe. This project had commenced in early 2019 before the outbreak of COVID-19
and is continuing amidst the pandemic in modified form.
Like other tribes, the Karbi tribe also has a majestic textile tradition rooted in its cultural life. Its
traditional costume is indicative of its identity, livelihood patterns, and social and cultural
beliefs. They are the aesthetic expressions of rich cultural traditions. The traditional dyeing
system is one of indispensable component of the textile tradition. They prepare dye from
different natural sources like herbs/plants, or bark, or animal products. In each stage of textile
tradition, especially in case of dyeing, there are a set of rituals or songs or performances of
ballads which are an indispensable part of the knowledge system. Phelo Keplang is one such
example. Phelo Keplang are the folk ballads sung describing the origin of cotton and usage in
their society. ‘PheloKeplang’ narrates the origin of cotton and beginning of weaving in Karbi
society.
As the traditional dyeing system on the verge of extinction and new generation weavers almost
are ignorant of it, ARHI has intervened here in the form of a project named Revitalization of
Natural dyeing system and ICHs associated with it. Under the project, a number of activities
were undertaken to revitalize traditional dyeing process as well as rituals and performances
associated with it. A series of workshops were being held in villages of West Karbi Anglong
district of Assam. The workshops are meant for young generation of Karbi tribe where surviving
community elders are providing training and demonstration of different processes of dyeing.
The process of training is accompanied by relevant performances of ballads/rituals which are
taught by community e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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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ject was going in conventional format from village to village in collaboration with the
community before the outbreak of COVID-19. As the COVID-19 crisis grapples up the whole
country is put under lockdown and other restrictions, the ongoing revitalization project has to
undergo major changes in its form for its functioning after the outbreak. The crisis has brought
several challenges as well as opportunities. As movement has been restricted, ICHs training are
conducted through video conferences, ICH laden video messages are circulated on mobiles.
Since the community is been isolated by lockdown restrictions it another way gives imperative
to concentrate on their own resources.

Introduction
The interactional dynamics occurring among Cultural Life, Modes of Production and Ecology
have been a perpetual in the history of human civilization. The renewed process of modes of
production often mould cultural practices of people circumscribed by the ecology of the region.
Contextualizing India’s North East which is inhabited by diversified indigenous population, it
becomes apparent that culture is an elegant lived experience here. The present-day populations
of North East India have great diversity in terms of lifestyle, cultural activity, and physiological
features which implies the acculturation, assimilation and diffusion of various cultures and
groups of people. North East India has the evidence of intermixing of the cultural elements due
to the migrations of different peoples with different cultures in different times. The entire
cultural life blood of North East India from the plains of Brahmaputra valley across the Karbi,
Dima Hasaonaga hills to the Dibang valley is spilled by contours of the myriad cultural
expressions.
ICH of the region
The factor of ethnic heterogeneity being the core features of North Eastern society, incessant
spectral flow of traditional folk cultures from time immemorial forms the bedrock of the its
socio-economic life. This has been an enduring process and still developing, rather than just a
memory of the past where folklor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is considered to be as
an important source for human history.
The region is home to repository of scores of ICHs spread across which are the assets of
different tribes which have historical significance in the formation of ethnic textures of the
region. The folk tradition of every tribe is very strong and enriching with the presence of
spectacular cultural traits and customs. Interestingly their rich repertoire of cultural heritage is
largely oral.
Ethos of the communities are reflected in their traditional dresses which are woven by
themselves. Traditional community medicine,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rich art and craft are
the essential components of their substantive traditional life. Traditional festivals constitute a
significant part of their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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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in decay
But under the hegemony of either pervading mechanization of urban life or religious conversion,
the communities are struggling to maintain their cultural heritage as alarmingly number of
practitioners of ICH are dwindling day by day. The age-old process of transmission of ICH from
one generation to its succeeding generation is severely halted resulted in upbringing of a few
generations who are completely ignorant of their communities rich cultural ethos and practices.
Factors of Decay
Staggering poverty and many other economic factors inhibit many other communities to
develop and sustain their cultural life as it was in past. Moreover, there is no robust support
system to nurture their cultural life. Another crucial factor of decay of ICH can be attributed to
the unprecedented loss of indigenous language throughout the region. The condition is so
alarming that not only small and marginal communities face danger of extinction of their
language, even many of the languages of mainstream communities finds mention in UNESCO’s
endangered list of languages. Since language is the primary link to cultural ethos of their
communities with every loss of language we also bear the loss of treasure of ICH.
Safeguarding ICH
The indigenous practices and heritage evolved through ages definitely form an indispensable
part of worlds vanishing ICHs. There is an urgent need to have an integrative approach to
safeguard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tribes using comprehensive method of documentation and
scientific methods.
There should be an effort to bring the communities into one platform to sensitize about the
need for safeguarding of ICH and providing young generation with the basic tools of ICH
learning. The targeted section should be younger generation creating a sustained dialogue with
the older generations.
Intervention by ARHI
The factors mentioned above had necessitated emergence of indigenous cultural organizations
which have been engaged in revitalization of ICH practices which are in the danger of extinction.
One of such likeminded organization is ARHI (ARHI means example in Assamese language)
which is based in state of Assam within North Eastern part of India.
Established in 2008, ARHI is collaboration of individuals belonging to the indigenous tribe,
activist working for the cultural-educational rights of native people. It is a wider platform for all
indigenous communities to discuss and reflect upon challenges and problems faced by
indigenous communities as well as finding the best means to address those concerns. It is a
grassroots organization comprising all small & big indigenous communities.
Vision and Mission:
Being an indigenous led organization, the prime objective is to overall development of the
indigenous people and their cultures. The crisis of cultural identity, revitalization of indigenous
language and literature and other socio-economic problem are the core areas of its operation.
ARHI forms a wing called Folk Culture Research Centre of North East India to specifically
address safeguarding of ICH of Indigenous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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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RC has dedicated it members from the North-Eastern part of India persevering to preserve
the undocumented and un-archived cultures of different small and big communities settled in
this virgin land. In all the researches done by the Centre, it was very encouraging to witness the
un-polluted cultural symbols of life-style, songs, rituals etc.
ARHI has therefore, to be an archival testimony to such diverse culture through video and audio
documentation. In addition to it, thoroughly researched publication work has been carried on
by the Centre covering their ethnic culture, language and literature. The Centre’s aim is to “bring
into the mind of people a comparative and integrated cultural consciousness and establish a
solid foundation for an actual cosmopolitan society” (part “d” of Preamble, ARHI of North-East
of India)
FCRC has audio documented different songs and hymns of the different communities of the
tribes of the North Eastern States of India.
Highlights of ARHI’s work
Work Profile:
1. Organizing workshops
ARHI successfully holds workshops dwelling on specific themes of Indigenous culture or
pertaining to particular locations. After careful research and meticulous fact gathering, artistic
and multimedia materials are used to convey the uniqueness of local culture through words and
images in the workshops. Notable workshop is held on traditional songs of Tai-phake tribe,
Karbi and Tiwa Tribe.
2. Establishing a research and online resource centre
ARHI believes that academic research and field work constitute the basic groundwork, which is
as important as the promotion and continuance of indigenous arts and culture.
Therefore, ARHI turns the fruits of research into virtual exhibitions uploaded to its web pages,
so that the public, the artists, the cultural workers, as well as the younger generation, may have
more opportunity to get in touch with local community culture.
An online resource centre can provide ideal teaching materials for general education courses in
understanding community history and culture which in the long run will be a significant tool in
preserving the legacy of indigenous culture.
3. Holding seminars and meetings
ARHI invites scholars and researchers periodically to speak on local culture academic topics and
guides cultural tours as community events, leading the public back into the roots of the
community so that they may discover the essence of their own community culture. They can
gain experience, knowledge,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of their own local culture and can
elevate their awareness to recognize that one’s own local culture requires to be con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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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romoting indigenous culture and arts through education
To let the public and our youth develop a deeper understanding of local culture
and to place a higher importance on its conservation ARHI strengthens its ties
with local educational bodies by providing text and graphics related to community culture,
running culture seminars and community workshops, aiding different organizations to plan
general education syllabus, producing a series of teaching materials and furthering the union of
local arts and culture to youth education so as to allow local culture the room for healthy growth.
5. Publishing of books
ARHI has published numerous collections of its research and documentation works on diverse
tribes of North East India. Books on tribes of Tai-phake, Singpho and Tiwa, Karbi, Tangsha, TaiKhamti, traditional medicines of North Eastern tribes and collection of folk tales in Patkai range
are published.
6. Indigeneous Language Revitalization Programme
ARHI is running a number of language revitalization programme in order to revitalize extinct
indigenous languages which are in the list of UNESCO’s endangered list. Recent such programme
is on Tiwa language revitalization programme.
Ongoing Project Before Corona
In 2019 before the outbreak of COVID-19, ARHI is primarily engaged in revitalization of
Traditional Dyeing system of tribes living in West Karbi Anglong District of Assam. The tribes
selected are Karbi and Tiwa. However initially focus is put on dyeing system of Karbi tribe and
ICHs associated with the traditional system. The project is named as In the quest of Lost Colors:
Revitalization of natural Dyeing Tradition of Karbi Tribe
About Karbi Tribe
The Karbis (Karbi:) mentioned as the Mikir in the Constitution Order of the Government of India
are one of the major indigenous ethnic tribe in Northeast India and especially in the hill areas of
Assam. The great artist-scholar Bishnu Prasad Rabha refer to them as the Columbus of Assam.
They prefer to call themselves Karbi and sometimes Arleng (literally "man" in the Karbi
language.
The Karbis are the principal indigenous tribal community in the Karbi Anglong district of Assam,
a district administered as per the provisions of the Sixth Schedule of the Constitution of India,
having an autonomous district of their own since 17 November 1951.
The Karbis linguistically belong to the Tibeto-Burman group. The original home of the various
people speaking Tibeto-Burman languages was in western China near the Yang-Tee-Kiang and
the Howang-ho rivers and from these places they went down the courses of the Brahmaputra,
the Chindwin and the Irrawaddy and entered India and Burma. (Source: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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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OK INTO TEXTILE TRADITION OF KARBI
Handloom and textile is another major craft industry of the Karbis. The handloom weaving as a
folk-art having age old feature forms an integral part of the culture and tradition of the Karbis.
The traditional hand-woven products of them are widely known for their glorious heritage,
artistry and time workmanship with its beauty as well as simplicity. These products unfold the
skill and creativity of the indigenous weavers.
Every Karbi women has their own traditional fly shuttle wooden looms known as pe-therang
installed in the enclosed veranda outside the house and they practice the rearing of silk worm
from the cocoons and have the art of spinning cotton too. Karbi women still use ‘takiri’ a hand
spindle to spin yarn.
With this traditional loom the weavers till today make various intricate designs inspired by
nature, birds, fishes, flowers, trees. One notable aspect of Karbi traditional attire is that the
different designs and colours of the clothes are meant for particular age, sex and social status of
the people using them.
Traditional Dyeing System
Traditional dyeing system is one of indispensable component of their vibrant textile tradition.
Dyeing is a creative and lucrative art nurtured and patronized through centuries. Use of myriad
colours in handloom products is a unique feature of the textile tradition of Karbis. The tribe
have very rich tradition of scientific knowledge of natural colour extraction from plants to dye
threads which is very much eco-friendly.
The dyeing process is a comprehensive one involving different processes from plant
identification to different method of dye preparation. They prepare dye from different natural
sources like herbs/plants or bark or animal products. Traditionally the Karbis used three colors,
i.e. white, indigo black (dark bluish black), and red. The Karbis most popular dye was indigo
obtained from the leave called Sibu (indigo plant leaves).
The yarns were dyed by the Karbi weavers, the women folk with the indigenous dye till the
recent past. But at present the art of dyeing is on the verge of disappearance. Due to the
availability of factory-made dyed threads in the market an easy tendency has been marked
among the present day’s weavers to skip the trouble of preparing the dye stuff. It is
apprehended that the villages may be the last generation who can identify these substances and
know how to prepare the indigenous dye.
Urgent Need for Preservation
One of the fast disappearing knowledge system is natural dyeing system which is an integral
part of Karbi Textile Tradition. Unfortunately, due to availability of cheap machine-made cloths
and non-existence of support system, only a few elder weavers are left who are expert in dyeing
techniques. The new generations of weavers are completely ignorant of the dyeing tra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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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gh the community has repeatedly appeal to Governmental agencies to meet their demands,
nothing substantial has been done so far from Government.
ICHs also under Threat
Its traditional costume is indicative of its identity, livelihood patterns and social and cultural
beliefs. They are the aesthetic expressions of the rich cultural traditions. The entire dyeing
process is intertwined with the observance of a number of myriad cultural expressions such as
ritual, hymn or ballads which are in largely oral form. There are numerous ballads associated
with the natural dyeing process.
As the whole dyeing process is about to be extinct apparently the ICH associated with it are also
dyeing its natural death.
Project Design for Revitalization:
The project will be conducted in four phases: 1. Mobilization & Orientation 2. Documentation 3.
Workshops. 4. Assessment
The initial phase of Mobilization & Orientation involves awareness generation among
community to preserve the extinct dyeing tradition and briefing them about the ensuing project.
In the next phase comprehensive documentation of the dyeing process along with recording of
ICH was done. The selection of plants and their dyeing properties, colour extraction process,
and coloring of thread, recordings of songs was conducted audio visually. After that all
documentation finding is published in a booklet with photographs demonstrating entire process
as well as photographs of the plants. A series of workshop was conducted to train young
weavers the art of dyeing by the elder weavers who possess the knowledge. Finally at the end of
the project community representative will assess the desired impact of the project.
Overview of ICH of Karbi Tribe
The Karbi folksongs are the result of accumulated imagination and aesthetic sense of the
community. With its words and images drawn from folk stories tuned with natural environment
the folksongs project the Karbi folklife with its regional character. These songs take the listeners
to the local world, local names of places, characters, rivers, birds and animals, hills, gods and
goddesses, relations and known characters, local material items, local dressing, dish, habits and
practices, in fact local physical, socio-cultural, economic, political and aesthetic environment. In
spite of regional differences what is common to the folksongs of the community is its
involvement with nature, uniformity in man-nature relationship, attitude towards tradition and
culture, their psychology and sustenance of their traditional values.
Folk Songs associated with Textile Tradition
Songs of Creation:
The creation tales narrated in the creation songs recount how the world was formed, how the
things came to be, for contained within creation stories are relationships that help to define the
nature of the universe and how cultures understand the world in which they exist. In Karbi folk
society the creation songs are known as ‘Keplang’ or ‘Keplank’. The Karbi origin narrative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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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d, complementing and supplementing each other and the Karbi worldview is constructed
around these origin narratives.
Karbi Keplang
The Karbi Keplang narrating the origin of the Karbis trace their origin to the ‘Naval of Earth’
(Longle a-chete) through the ‘white mountains’ (long-le kelokabui) and the land of the Burmese
(Barmipiakengri/Barmipoakengri)to the present habitat. According to the myth a mythical bird
Plakvutpi lays thousands of eggs and different communities are born from different eggs and so
the Karbis.
Keplang or Creation Songs:
The realm of Karbi creation songs dealing with the origin of right from the creator to the various
objects of nature used in their daily life construct the Karbi worldview. The ‘Hemphukeplang’
teaches the folk how to live together in peace with certain rules, codes, ideals and try to
inculcate in them certain values such as the purification of body, mind and soul, keeping purity
in whole life, nobility, humble and amiable nature giving up of ill temper, self-dependence,
healthy competitive spirit, obedience, good dealing and self-confidence.
The songs like ‘Bong Keplang’, ‘Thap Keplang’, ‘Sok Keplang’, ‘Phelo Keplang’ etc.
are integrated with the values like acknowledgement of contribution respect to the
ancestors and tradition.
Phelo Keplang or Songs of origin of cotton:
Phelo Keplang are the folk songs sung describing the origin of cotton and usage in their society.
Phelo Keplang narrates the origin of cotton and beginning of weaving in Karbi folk society. The
origin of ‘phelo’ or cotton is related to the origin of weaving and production of materials from
cotton yearns.
Phelo Keplang narrates a story of origin of cotton though its three part. According to the story,
one orphan boy went for fishing in Ake Pu (Traditional Fishing Festival). Though nobody could
catch a single fish in the community fishing festival, the boy could able to catch a special fish
which was very big in size. Once he cut the stomach of the fish for cooking, he found lot of seeds
inside the stomach.
He was wondered by finding so much of seeds since he did not know use of the seeds. Then
Hemphu (God) appeared in his dream and asked him to plant different seeds explaining their
usage. Cotton seeds were one of them. Interestingly cotton was not known to them before that.
He sowed cotton seeds according to instructions given by God. In the course of time cotton tree
had grown with full bloom of cotton production. Again he asked God what to do with the cotton
blossoms. God asked him to use it for extracting threads from cotton. Accordingly, he explained
methods to prepare cloths from the threads.
Covid outbreak and its impacts
As India is under the grip of COVID-19, the North Eastern region has also witnessed registering
of new cases day by day. Apart from surge in-big cities and metros the exponential growth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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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cases in small towns and villages of the region proves that virus has transmitted into
community level.
The crisis has a much deeper and more widespread impact on Indigenous population of the
`state who are always at the receiving end of health care system. Indigenous people generally
have repository of ICH which practice has been severely affected by the outbreak of the
epidemic.
Impacts:
As countrywide lockdown is imposed restricting movement of people and closing down
indefinitely all key institutions which facilitates practice and exchange of ICH, it is undeniable
fact that ICH in any form is highly impacted by the crisis. The preservation efforts by different
agencies whether by private or government is equally impacted by it. The most severe blow was
received by ICH practitioners like folk singer, craftsman, weaver, folk musician as their access to
livelihoods restricted without having any income for last six months. Most of such ICH
practitioners have compelled to do other petty jobs abandoning their practice for the sake of
survival which is another crucial threat to ICH.
Challenges vs Opportunities
The outbreak has undoubtedly brought crucial challenges to communities and organizations
which are directly or indirectly associated with ICH. It brought immeasurable hardships to ICH
practitioners in terms of survival.
The Indigenous communities face hardships in terms of survival especially women folks.
Economic Impacts:
Indigenous communities are badly affected economically since access to livelihood due to
lockdown imposed by Government. A number of indigenous populations are daily wage earners
whose daily income earning is severely affected due to restriction in movement. Due to
economic slowdown of the country, many an indigenous youngster who are engaged in petty
jobs in small towns may face loss of jobs. There are already thousands of youngsters who have
come back to their native place from metropolitan cities on the fear of getting infected by
Covid19. Hence economic impacts of Covid19 have hit hard the indigenous communities.
As mentioned almost all the door for ICH practitioners are getting closed down and public
performance of ICH are highly limited, it has brought several challenges as well as opportunities
to state of ICHs in state like Assam.
Challenges are abound and manifold however opportunities for ICH are scarce. However, such
adverse condition too gives rise to a few opportunities for ICH. Ironically lockdown for COVID19 has produced such congenial atmosphere for mainstreamed indigenous communities to
preserve their ICH isolating them rest of the world. More importantly it is become pertinent for
indigenous communities to preserve some of valuable ICH in the context of developing
immunity derived from traditional medicine. Indigenous communities have been practicing
traditional medicine since time immemorial which provides the communities immunity from
many known & unknown diseases and aliments. Interestingly a number of ICHs which are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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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come extinct contain such valuable traditional knowledge of medicine. Strikingly the
pandemic has brought to the fore the reimaging of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mankind.
It is in this critical juncture every organization working in the field of safeguarding of ICH are
compelled to remodel their project activities to suit the changing realities. Our organization
ARHI is no exception. ARHI also has brought about several changes in its approach, work
methodology and its focus.
1. Usage of Web tools and Social Media:
Project activities are increasingly shifted to online platforms so that COVID protocols can be
observed. Wider usage of social media has begun to reach more people in less time at minimum
of expenditure.
ARHI's Facebook page has live streamed ICH performances which attract large number of
community members sitting at home. Online ICH training and workshop have become possible
with the aid of goggle meet and zoom meetings.
2. Digital Empowerment:
Empowering communities with digital education and expert in usage of digital tools have
become need of the hour as online platforms require communities to be technically sound. ARHI
has engaged its community representatives to train people on usage of smart phone and other
electronic devices.
3. Indigenous Youth as Torch Bearers:
We employ indigenous youth as torch bearers of our new strategy of preserving ICH of their
communities. As they are already expert in digital technologies, they are to mobilize and train
other member of their communities’ digital knowhow.
4. Development of IEC materials
Information, Education and Communication (IEC) materials are produced in large number
containing messages of ICH education. They are shared among communities in greater numbers
through messenger service such WhatsApp/ Facebook Messenger etc.
5. Alternative Livelihood to ICH practitioners
ARHI has integrated ICH practitioners especially women creating alternative livelihood
opportunities by providing them work of handmade mask making. The handmade masks are
now in high demand since Indian Government has made it compulsory to wear mask in public.
The traditional designs and motifs are integrated in handmade m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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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ntegration of ICH education in online school classes
As schools start holding online classes due to lockdown, ARHI has incorporated ICH training
especially singing of Phelo Keplang in their external activity classes in some schools.
This has greatly helped providing training to large number of students which was impossible
earlier.
Finally, the implications for safeguarding of ICH before and after Corona are very significant. It
has brought out many fundamental questions into fore. In the course of our working with Phelo
Keplang(Folk Song of origin of Cotton) ,the current situation has compelled to revitalize ‘Lo
Keplang’ which are in tune with ecological wisdom referring to the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bio-diversity and interrelations or interdependence among the living beings on
earth for survival. In totality the creation songs of the Karbis narrating the origin of various
objects of nature are characterized with eco centrism, sound understanding of the human
dependency on nature and environmental ethics like human accountability to environment hold
high relevance in present day context .The traditional values ingrained in the songs can reorient
the younger generation towards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ir own land and its objects and
survival of their indigenous non-human physical environment and healthy human nature.
The COVID-19 situation has posed severe challenges to working of organizations as well as
generated immense possibilities. As indigenous led organization ARHI’s responsibilities to
safeguard ICH become manifold. The new normal has necessitated redesigning of conventional
methods and approaches. A host of activities are planned which are very much interactive and
effective for the current situation. The role played by ARHI in safeguarding of ICH in such
difficult time among indigenous population of the region is crucial. ICH education for the first
time has been integrated into school education which is completely in digital format. The digital
revolution among communities brought out by ARHI is another milestone for engagement of
community in safeguarding of ICH. Of particular mention is the mobilizing indigenous youth as
torch bearer for promotion of ICH. The positive changes brought out by ARHI will be stepping
stone for the communities in the realm of 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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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pular reaction in front of the COVID-19
in the Intangible Heritage of UNESCO
in the member cities of ICCN
Julio Nacher
ICCN Secretariat, Algemesi, Spain

Abstract
ICCN, Interurban Cooperation Network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cultural institutions which includes 31
states, 29 cities and 34 associations. Its main objective is the protection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ound the world and the promotion of sustainable local development.
Moreover, it also seeks to achieve cultural peace through mutual understanding and
intercultural dialogue between the different populations that are part of it.
Annually, the organization celebrates the General Assembly or Round Table of Mayors. So as to
coordinate the work of all members and organize the activity of ICCN, the Executive Committee
and the Secretariat were created, apart from the General Assembly. The first of these
institutions, with a maximum of ten members, represents the cities of Gangneung (South Korea)
Isfahan (Iran), Beit Sohour (Palestine) Flokland (India), Slovakia and Algemesí (Spain) and it
has the main function of setting the ICCN’s annual agenda. On the other hand, the daily work of
managing the activity of the ICCN is carried out by the Secretariat, which has its physical
headquarters located in the Spanish city of Algemesí, the previous headquarters was located in
the Korean city of Gangneung.
The assemblies were held at: Gangneung 2012 (South Korea), Dubrovnik 2013 (Croatia),
Isfahan 2014 (Iran), Slovakia 2015, Sicily 2016 (Italy), Beijing 2017 (China), Algemesí 2018
(Spain) and Beit Sahour 2019 (Palestine). The 2020 Assembly should had been held in the
Korean city of Gangneung between the last 22 and 25 of June, but it had to be cancelled due to
the international sanitary situation that we are suffering.
All the intangible heritage celebrations in our cities and communities have been cancelled for
this reason and at the 2020 ICH NGO Conference Secretary, we would present the current status
of all our intangible assets, after having a virtual assembly next October by the ICCN members.
The UNESCO Intangible Heritage Festival of Algemesí, the host city of the ICCN Office, and the
community I represent, which was to take place on September 7 and 8, have also been
suspended. But this suspension, as well as that of the rest of the ICCN member cities, does not
alter their heritage essence, since the invisible force of the tradition that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has maintained our celebrations is stronger, at this time, than the external problems
that may affect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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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retely, in the case of Algemesí, the confinement to which we were subjected during the
months of March, April and May, has served to keep the tradition more alive on dates that did
not involve so much activity in the rituals.
The "dolçaina y tabal" school and the music band have continued their online lectures and
preparations and rituals such as the two "Muixerangues" and the "Tornejants" have also
followed their preparations through the network, with preparations open to the general public,
which have contributed even more to publicizing these activities that take place behind closed
doors.
The Bell Ringers Guild has performed the manual ringing of bells, with the necessary
precautions, sometimes as a contribution to some crucial moments lived during lockdown.
As in many other Spanish and worldwide towns, the balconies have been adorned with images
of our immeasurable heritage, the celebration of which, as we all know, is declare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To sum up, after having our virtual assembly with ICCN, we will present the popular reaction in
the assembly due to the temporary suspension of our tradition.

The popular reaction to Covid-19 from the Intangible Heritage among
member cities of the ICCN
The Intangible Heritage is a living legacy that grows and adapts to new times without losing the
essence and value that our ancestors placed on it, and that has reached us generation after
generation as a cultural and identity symbol of the society that produces and protects it.
In difficult times, this living heritage has always been a source or resilience, solidarity and
inspiration for most communities, not only now when we fight the global pandemic caused by
Covid-19. Our intangible heritage has faced a number of times, some recent and other long gone,
pandemics, wars and many other shifts that our society has outlived throughout history. And
despite this, intangible heritage has hold alive because our traditions, as humankind, adapt and
stand.
Many of our expressions are adversely affected by globalization. We adapt far away traditions
that have nothing to do with ours for their showiness and for social interaction. But in this
moment, the same globalization allows us to share information on the safeguarding of our
heritage and on the reaction to the pandemic among communities all over the world in a
constructive manner. This we have perceived among the members or the ICCN (Inter-city
Cultural Cooperation Network for the Safeguarding or the Intagible Heritage).
The ICCN, whose Secretariat is now located in Algemesí (Spain), i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cultural institutions which includes 31 states, 29 cities and 34
associations. Its main objective is the protection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ound the
world and the promotion of sustainable local development. Moreover, it also seeks to ach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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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peace through mutual understanding and intercultural dialogue between the different
populations that are part of it.
Annually, the organization celebrates the General Assembly or Round Table of Mayors. So as to
coordinate the work of all members and organize the activity of ICCN, the Executive Committee
and the Secretariat were created, apart from the General Assembly. The first of these
institutions, with a maximum of ten members, represents the cities of Gangneung (South Korea)
Isfahan (Iran), Beit Sahour (Palestine), Payyanur (Kerala, India), Cachtice-Kopanice (Slovakia)
and Algemesí (Spain) and it has the main function of setting the ICCN’s annual agenda. On the
other hand, the daily work of managing the activity of the ICCN is carried out by the Secretariat,
now located in the spanish city of Algemesí. Previously it was located in the Korean city of
Gangneung.
The assemblies were held at: Gangneung 2012 (South Korea), Dubrovnik 2013 (Croatia), Isfahan
2014 (Iran), Slovakia 2015, Sicily 2016 (Italy), Beijing 2017 (China), Algemesí 2018 (Spain) and
Beit Sahour 2019 (Palestine).
The 2020 Assembly should had been held in the Korean city of Gangneung between the last 22
and 25 of June, but it had to be cancelled due to the international health situation that we are
suffering.
All this social expressions, despite their cultural and geographic remoteness, share an extense
common ground that may largely match other experiences all over the world:
* Social distancing has caused a strange atmosphere that has disturbed the course of our lives
and has caused the cancellation of cultural and traditional events. Among them festivities that
have been declar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y Unesco, such as Mare de Deu de la Salut in
Algemesí (Spain) or the Danoje Festival in Gangneung (South Korea).
* The cancellation of festivals or cultural events has seriously affected people who rely in these
celebrations as means of income through the sale of local products or hospitality services for
visitors.
* On the right side we may signal the implication of mass media and social media on the
broadcasting and sharing of our traditions that has provided both a national and international
visibility unprecedented in our recent history.
After contacts we have mantained along this eight months adaptation we will share the
experiences from Algemesí (Spain); Gangneung (South Korea); Folkland International Center in
Payyanur (Kerala, India); Beit Sahour (Palestine); and the Vietnamese Women’s Museum in
Hanoi (Vietnam).

Mare de Déu de la Salut (Algemesí, Spain)
A colorful butterfly flight with the tonality of rituals and dances emerging from the image or Our
Lady of Health announced this year the ephemeris of the most characteristic celebration in
Algemesí. The feast we celebrate the 7th and 8th of September was suspended due to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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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the organization edited the yearly poster to keep the tradition alive. This year the word feast
was avoided and the poster becwme a homage to those who fight to eradicate the illness. The
motto that underlines the image was ‘To all the people who work and give their lives to keep
heath and hope’.
The design of the poster emphasizes human’s fragility through butterflies. When we watch
carefully we may appreciate how the wings echo the colors and forms of dances and rituals. A
closer approach shows how the butterflies form, in their struggle for health, the silhouette of
Our Lady and in lifting flight they symbolize freedom and a return to normality that it may take
us long to enjoy again.
Among society and community reactions to the pandemic, social distancing has affected all our
celebrations. But, on the other hand, it has brought around our intangible heritage solidarity and
broadcasting actions without precedent for our feast since we started lockdown.
The festivity of Algemesí is a celebration of medieval origin (1247) with gret popular
participation. It’s rituals, passed from grandfathers to parents to children, crystallize in a series
of tales of mysteries and martyrdom and music, with up to 63 compositions played by more than
200 dolçainers, the choir of the Schola Cantorum and the local music band. Among the scores
stands out the solemn and rhythmic sound of the Muixeranga de Algemesí, a melody that has
extended its symbolic power far from the city limits, becoming a cultural heritage of all the
people of Valencia and since 2011, of all the citizens of the world.
Biblical representations and centennial dances show reminiscence of roman, christian, muslim
and jewish rites; cultures that interweave the essence of our land and that are materialized in
the creation of the musical instruments, in the inspiration for the melodies and in the varied
outfits used in the festivity.
The music of the dolçaina and tabal, the orchestral compositions that accompany the human
towers of the Muixeranga and the dances of the Bastonets, Pastoretes, Carxofa, Arquets,
Llauradores and Tornejants, along the Volants (carriers of the Virgin), recreate and stimulate the
collective memory, transmitting common and universal messages of sonorous and visual
feelings of great plasticity.
During the celebration Algemesí becomes a living museum of mediterranean and valencian
tradition with the social framework of faith and culture that comprise the liturgical celebrations,
the sonorous landscape of the bells and the monumental environment of the 17th century
where the processional parades are performed by more than 1.400 participants.
The sixth Unesco’s Intergovernmental meeting held in Bali (Indonesia) highlighted “the
implication of Algemesí’s whole society in guarding and perpetuating their traditions” when
they decided to enlist the festivitie of Mare de Deu de la Salud as Intangible Heritage.
During the lockdown we have noticed this social implication. Although the training of the
different groups that take part in dances and rituals extends all year long, the final preparations
start in July. During the lockdown, all groups, followed the international dynamic and sh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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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y messages from home showing a series or performances through social media. From the
Valencian Museum of Festivities we shared and exchanged this performances with rituals in
Korea, India, Iran, Italy. Slovakia, Croatia, France, Estonia, Vietnam, Sri Lanka and Palestine.
People’s lockdown helped to keep alive the traditional rituals in months that usually are quiet
for the rest of the community. The dolçaina and tabal schools continued their training on line.
And ritual dancers us both Muixerangues or Tornejants also hold their instruction on line.
The Valencian Museum of Festivities closed its doors, but kept working inside, helping and
sharing the on line schooling and all other solidarity messages through the ICCN.
We also started virtual visits to the museum and to the september celebrations through
panoramic views, photographs and 360 degree videos of the different dances along with context
information in spanish, catalan and english.
The experience has been a great succes and has been followed from Germany, Portugal, Mexico,
Colombia, United Kingdom, Belgium, Argentina, Estonia, Netherlands, Brazil, Ukraine,
Switzerland, Uruguay, France, Austria, Romania, Peru, Andorra, Czech Republic, Venezuela,
Bulgaria and Libya.
Town Hall and Feast Board
In june the feast was definitely cancelled. Only the liturgical celebrations were held with the
required social distancing. The bell tolls where mechanically played and the Nit del Retorn’s
concert was held indoors without public and broadcast through local television.
The 6th and 7th of September a successful campaign was conducted to flood social media with
photographs of the celebration under the hashtag #AlgemesíUNESCO2020.
We may maintain that except for the cancellation of the celebration itself, our Intangible
Heritage has been minimally affected.
The groups that take part in the ritual dances have kept constant contact through social media
and when lockdown was lifted they held periodical meetings with the required security
measures.
The only dance that has been lightly affected is the Muixeranga. Training the boys and girls that
crown the human towers has been impossible because due to their age and weight they need
constant practice. But whenever we return to normality the problem will be easily solved.
The cancellation has also affected the girls that take part in the Carxofa and Arquets dances
because they need to have a certain age, but the waiting list to participate in these dances is very
long and new girls are ready and prepared to take part.
The rest or rituals have scarcely suffered the suspension. Musics in the Local Band and the
Dolçaina and Tabal School followed their formation on line and are back to new normal as the
rest of students in convention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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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th and 8th of September the feast was present in the media and valencian regional television
broadcast the whole 2019 celebration.

Danoje Festival (Gangneug, South Korea)
The Gangneung Danoje Festival was designated a Masterpiece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by UNESCO in 2005 and is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umber
13 in Korea since 1967. The festival serves to preserve the folk culture of the Joseon Dynasty and
has been a popular festival since 1975.
Danoje Festival includes rituals such as the Daegwallyeong Guksa Seonghwangje (a tribute to
Monk Beomil, believed to protect Gangneung) and Yeongsinje (a deity greeting ritual). Folk
performances, ssireum wrestling, swing riding, and tug-of-war competitions follow these rituals.
During the Danoje Festival, visitors are also invited to participate in various events: watching a
traditional wedding ceremony, making surichui rice cake, washing one’s hair in iris-infused
water, and drinking beverages offered to the gods. There are also regional dialect contests and
other cultural programs.
The organization decided to cancel the celebration in 2020 but on line communication has kept
the tradition alive. The regional television broadcast some or the rituals that were held without
public and keeping all the required security measures.

Folkland International Center for Folklore and Culture (Payyanur, Kerala,
India)
The Folkland International Center is a NGO promoting folklore and culture housed in Payyanur,
Kerala, India. It is a registered society under the Indian Societies Act of 1860 and exists since
1989. Its main domains are performing arts, oral traditions, crafts, rituals and festivals. This
organization has been the most active among the ICCN members during the pandemic and along
these months it has shared on line experiences on traditions, crafts, rituals or festivals nearly
every day.
The following is one of these experiences shared by Doctor V. Jayarajan, Founder Chairman of
the Folkland International Center, during the lockdown.
“Many Indian states had several types of indigenous rain guards and umbrellas using palm
leaves and other bio materials to use during rainy season. People in the villages and hilly areas
of almost all Indian subcontinent and especially those living in North Eastern states were seen
holding these kinds of bio gadgets to protect their body from rain. But nowadays all those rain
guards and umbrellas are not a common sight even in the remote villages. The palm leaf
umbrellas and natural rain guards have already been replaced by folding umbrellas and plastic
rain coats. Here we are introducing a crafts man that belongs to an indigenous community of
Kerala state making rain guards using leaves and canes. Mr Ambadi, who lives in Kasar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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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 is adept in making rain guards and started making them again during the pandemic
period. With the support of Folkland, he started his craft after a gap of four decades. It is called
Koramba in local language. There are three types of Korambas. One with coconut leaves (Ola
Koramba) which lasts for two years. The second one is palm leaf (Palmira leaves) Koramba
(Pana ola Koramba) and the third one is Mara Koramba (wooden Koramba) using leaves of
rhizomatous herb sandwiched between reeds. This kind of rain guards lasts for several decades.
With reinventing their age-old tradition, Mr Ambadi and others belonging to the Mavilan
indigenous community conserved their traditional skills by bring back the craft of Koramba to
the tribal colony during the lock downperiod. It also endorses the community’s keen interes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r making more and more wooden rain guards, the entire
community is forced to grow more reed plants and herbs.

Beit Sahour (Palestine)
Social distancing and lockdowns have disturbed the course of life in Palestine and caused
cancellation of a number of traditional social and cultural activities and events. For instance, the
annual March of Virgin Mary took place, but with strict social distancing measures and
limitations, which, for many people, unfortunately removed the joy attached to the sacred
occasion.
Several activities have taken place with the idea of preserving community heritage and face the
Covid-19 pandemic. Women-led municipal committees presented online meeting courses via
zoom for local women and families focused on coping with the stress created by the pandemic as
well as maintaining a safe and secure home environment.
The main issue is the loss of employment and businesses for many locals, which has greatly
affected many familie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mmunity heritage activities that is taking
place to help alleviate this problem is an agricultural project. Citizens have embraced
community and the heritage of agriculture by using their lands to produce, not just to grow food
for themselves but also to give access to food for those in need.
Local families donated use of their land to Beit Sahour Municipality to be cultivated for food,
reflecting the spirit of the Sahouri heritage in social cooperation between locals for the public
benefit of the community as we face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economic crisis it has
produced.
Intangible heritage has been widely affected by the cancelation of annual traditional activities
that reflect the heritage of Beit Sahour, leaving a social and cultural gap on the local community.
Vital community events such as Hikaya Market, a local festival accompanied by traditional music
and selling of local handcrafts with the goal of revitalizing and reviving the historical old town of
Beit Sahour could not happen this year.
A number of other events that fall under the intangible heritage have been canceled, leaving a
tangible emptiness in the social life of Beit Sahour. These festivals and events are traditi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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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marks for the city of Beit Sahour and have lasting benefits to its citizens, which has further
devastated the intangible heritage.
The cessation of traditional marriage activities is another important way we see the devastating
effects of the pandemic. One such activity, called “Henna Night” or “Farewell Night”, is a
celebration of the bride that coincides with the final day before the wedding ceremony. This is
an ancient custom for many people, which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rituals of Arab
marriage ceremonies. Since this celebration requires close gathering and physical contact, the
ritual around that special night has completely stopped due to the fear of the virus spreading
among women participants.
The cancellation of festivals has greatly affected people financially sustained by these cultural
events through the sale of local products. Local musicians and cultural programs have tried to
broadcast shows and performances on local television in an attempt to keep the festive
atmosphere alive, but it just is not the same as being in the open air, enjoying the music and
programs with friends and family.

Vietnamese Women’s Museum (Hanoi, Vietnam)
As one of the first museums in Vietnam to quickly modify activiti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Vietnamese Women’s Museum (VWM) adopted the motto: “When visitors cannot
come to the Museum, we bring the Museum to their homes.”
Indeed, the Museum has shifted the focus to digital engagement as a means of communication.
Museum staff upgraded the website to make some Museum exhibits accessible from home. The
VWM also invested time creating media products in response to people’s desire for educational
content during the lockdown. These include a series of video clips on YouTube sharing the
stories behind Museum artifacts in the hope of introducing the history and culture of
Vietnamese women to viewers of different demographics. In addition, using social media
platforms such as Facebook to tell stories about objects at the Museum has been an effective way
to attract and engage more viewers during the time of social distancing.
Despite hardships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Museum staff find ways to create videos
with educational value on YouTube.
The Museum has shifted its focus on creating short yet interesting stories on Facebook.
Understanding the challenges the Covid-19 pandemic brings to the exhibiting activities, the
Vietnamese Women’s Museum created and launched two online exhibitions on the new website
to continue to share the history and legacies of vietnamese women to a wide range of audience.
The Exhibitions help educate the young generation about patriotism and pride through content
and images painstakingly edited and designed by VWM’s curators. Along with that was the
initiative in building a network with organizations that have common expectations in collecting
cultural and historical artifacts for the collecting activities. Therefore, despite the social
distancing, the Museum staff still receives donations of valuable objects and memorabilia from
their owners and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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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the activities that the Museum has carried out so far have partly shown the efforts in
preserving and promoting the values of heritage in any circumstances.
In short we may conclude that Covid-19 has had an undeniable economic impact on hospitality
activities around museums, festivals and festivities that represent Intangible Heritage and that
have been closed or canceled due to the pandemic. But, on the other hand, tradition has played a
very useful role along days of lockdown in order to keep alive memories and community
identity. New technologies have been very helpful to share and proudly show cultural elements
that define us. And, in some cases, the need to stop normal life has helped us to recover crafts
that connect communities to their past and to nature. Whenever we get back to normal,
Intangible Heritage will show its importance as a vast deposit of true resilience for our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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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for Arts and Cultural Education Amid a Pandemic
Jeff M. Poulin
Creative Generation

Abstract
Defined by lockdowns, face masks, and video conferences, the COVID-19 global pandemic
caused the world to shift to an era of physical distancing, at-home and online learning, shuttered
cultural institutions, and the possibility of stifled creation for young people around the world.
From their positions at the frontline of learning and cultural development, educational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institutions have pivoted their practices through rapid
innovation. In May 2020, UNESCO identified a cohort of “good practices” in arts education;
meanwhile research in the U.S. was conducted on how youth-serving cultural programs adapted
to the crisis. These case studies traversed the broad spectrum of arts and cultural learning,
online and at-home, across disciplines, and offered by both large and small institutions. During
this same time, scholars, envisioned new theoretical frameworks for how ICH and educational
leaders can adapt their practices to address the needs of young people in times of crises. It is
through this lens that the author conducts an analysis, identifies trends, and names replicable
tactics for ICH institutions to more deeply engage in a ‘new normal’ for high-quality education
for youth. The author summarizes demonstrative anecdotes from programs aligned with the
four trends and provides recommendations, using an educational futures lens, for the ICH field
of practitioners to inculcate these tactics into their future plans for the cultural and creative
development of youngsters.

Keywords:
Arts education, COVID-19, innovation, learning, UNESCO

Introduction
Defined by lockdowns, face masks, and video conferences, the COVID-19 global pandemic
caused the world to shift to an era of physical distancing, at-home and online learning, shuttered
cultural institutions, and the possibility of stifled creation for young people around the world.
Recently a colleague shared an essay, “A Message of Hope” by English author, Neil Gaiman, in
which he describes the unusual moment of panic, disruption, grief, and pause we are collectively
experiencing as the COVID-19 virus blankets – and potentially re-blankets – the world. Gaiman
describes the moment between breaths:
“I’ve been asked to say something about fragility, about resilience, and restoration here in
this peculiar pause. I don’t think there is a word for the moment between one breath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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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xt. The pause between an inhalation and an exhalation. But it seems to me that is
precisely where we are, living in that fermata, a world full of people waiting to breathe
again” (Gaiman, 2020).
His astute observation provides – in a way that only creative writers can – a powerful image for
this unique and unprecedented moment, in which we, as a collective society, operate in a pause
of unspecified length.
This pause began with a global pandemic that stripped down many of the immediate cues that
define full human interactions. Since, we have witnessed a cascade of crises: national failures to
address the healthcare and well-being effectively; widening recession with growing
unemployment; and a growing awareness of the disproportional effects of the pandemic and
recession on poor, rural, or otherwise disenfranchised populations in society. Technically, these
are separate crises, but for young people, their families, and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organizations serving them, it is a confluence of hardship.
In the early months of 2020, a colleague and I embarked on a journey to understand how
creative youth development1 (CYD) organizations in the United States (for the full discourse,
please see Poulin & Wolf, 2020 forthcoming). What we learned can be directly applicable to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field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As such, I
have expanded my scope of inquiry to conduct an analysis of a set of ICH NGOs identified by the
United Nation’s Education,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recognized for their
‘good practices’ in the early months of the global pandemic.
I seek to identify trends that emerged from effective practices by ICH organizations early on in
the pandemic to inform the future of ICH NGO’s as they navigate the extended COVID-19
pandemic and other like crises in their communities.
In this paper, I will first provide a discussion about the theoretical modeling I previously
developed in the context of the United States' response to COVID-19 and other crises. I will then
outline my exploration of the UNESCO ‘good practices’ in arts and cultural education. Finally, I
will provide a discussion overlaying my findings with the theoretical modeling in hopes of
illuminating some lessons which can be taken on by ICH organizations as they move forward
through this and other crises.
Innovation through Organizational Development
In the early months of 2020, I was invited to observe gatherings of two regional networks of
CYD organizational representatives (executive leadership, staff, and youth) convened by the San
Diego Creative Youth Development Network and the Massachusetts Cultural Council. Through
my observations of the topical conversation being shared, many CYD organizations were
subconsciously entering into the work of organizational development. This field of study was
pioneered by Polish-born theorist Kurt Lewin (1890 – 1947) and is largely utilized in the for-

1

Creative Youth Development (CYD) is a recent term for a longstanding theory of practice that integrates creative skillbuilding, inquiry, and expression with positive youth development principles, fueling young people’s imaginations and
building critical learning and life skills (Creative Youth Development National Partnership,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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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t business world. However, the underpinning theories, particularly around change
management, lend us some language to use to describe what we have seen in the moves of CYD
or ICH NGO’s in early 2020. This literature has been broadly used in the field of arts
management, and education in relation to the nonprofit sector in the United States; it is my hope
to apply it within the specific field of my inquiry.
Lewin proposed a simple three-phase model of organizational development, whereby leaders
manage the movement of an organization from the known current state through evolution to a
new crystallized future state; it consists of ‘freezing,’ ‘changing,’ and ‘unfreezing’ (Hussain,
Akram, Haider, Hussain, & Ali, 2016).
Throughout the conversations I observed in early April 2020, organizational representatives
described how their programs were largely “frozen” due to the nature of the COVID-19
shutdowns nationwide. When observing a call of program practitioners, hosted by the
Massachusetts Cultural Council (2020), one observer remarked that their building seemed to be
frozen in time. Lewin describes this phenomenon as the ‘freezing’ or moving organizational
operations into a holding pattern while strategic decisions – or ‘changing’ – are being made.
During the ‘changing’ phase, numerous stakeholders such as employees, management, and
beneficiaries are involved in the reimagination of the work (Hussain, et al., 2016). In the
programs I observed, executive leaders worked alongside staff and young people to reimagine
their work. Though this process can, and mostly is, fostered intentionally, it can also occur
intuitively, particularly in times of crisis for a company or organization. With the case of highly
developed organizations, who foster intergenerational decision-making as part of their work in
positive youth development, this is standard practice. In the case of one such CYD program,
Elevated Thought in Lawrence, MA, programs originally froze into the status as they had always
been conducted, and then changed at the hands of youth leaders. As of July, Elevated Thought’s
programmatic schedule was unfreezing in a new re-invented, youth-led way.
As programs began to grapple with the impact of the crisis, they moved from Lewin’s ‘changing’
phase to the ‘unfreezing’ or re-opening. This transition presented many challenges for
programs due to the rapid unspooling of consequences from the original COVID-19 pandemic as
it transformed into an economic recession and civil unrest due ongoing inequities which
disproportionally impact the communities which are served by the programs we studied. In one
such case, a CYD organization in San Diego County, California successfully “unfroze” and began
offering their programming to then re-freeze due to the need to construct different pathways for
their programming to respond to the economic recession and civic protests occurring in their
neighborhoods.
From an outsider’s perspective, and considering the fluctuation of responses by observed
programs, I would argue that due to the ongoing nature of the crises of 2020, that the
‘unfreezing’ has yet to occur in the vast majority of programs, and the ‘changing’ nature of
Lewin’s second phase continues onward (through to the time of the authoring of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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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ing a Working Model
Based on this understanding of the kind of organizational change programs were navigating, my
colleague and I sought to develop a simple and easily understandable model, which could help
program leaders (especially amidst the rapid changing environment they were facing) locate
themselves in rapid change and map their path forward. We began by examining much of the
literature and picking a simplified model, which we could modify to suit the language described
in the previous sections of this article.
Over time many scholars have put language and modeling around the observed phenomena of
personal or organizational change, especially in times of rapid response or crisis. Some of this
literature comes from the study of creatives (Nakamura & Csikszentmihalyi, 2014) and others
from trust in gaming (Rohnke, 1984). The model built by Rohnke (1984) focuses on several
objectives like building confidence, increasing mutual support, and developing agility (11).
Though mostly applied in rock climbing and other similar techniques, the visual model that has
been derived by contemporary scholars of Rohnke’s work focused on Comfort, Learning, and
Panic Zones and is often applies to the NGO sector.
In more recent years, this model was popularized and connected to organizational growth by CJ
Alvarado (2015), who described a frame to think about an organizational response to the crisis.
This frame maps Comfort, Learning, and Panic Zones, as well as the corridors that exist within
them, which lead to opportunity: “As you step out of your comfort zone and into learning zones,
you uncover new opportunities and possibilities as well. That’s because learning zones have
corridors that lead to new opportunity.” In the case of a crisis, one is not choosing to step out
but is, rather, forced out of their comfort zone. This leads to the corridors, which are lined with
numerous doors to opportunity, Alvarado’s says. I wondered: How can we then sustain
opportunity when navigating through comfort, learning, and panic zones?
We recognize that some of this language feels disconnected to the work of ICH programs. For
example, the idea of “comfort” here relates to an individual and anxiety. However, when
extrapolated we take this to describe the everyday work of an ICH organization; work that does
not drive high anxiety because that is what is known and how the organization excels. We chose
Alvarado’s model because it was not intrinsically tied to any one type of activities (i.e.
Csikszentmihalyi’s creativity or Rohnke’s adventure games), but rather was connected to
organizational growth. Further, one could overlay Lewin’s three phases of organizational
development – freezing, changing, and unfreezing – to the spheres of comfort, learning, and
panic.
We modified Alvarado’s model slightly (in Figure 1 pictured at right) to incorporate language
we heard through our observations of CYD program leaders into a parallel structure of zones:
● Fear & Uncertainty,
● Insight & Learning, and
● Sustained 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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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zone represents the types of
possible responses employed by
programs and their leaders during a
crisis. In the center, the ‘comfort zone’
is where programs were pre-crisis:
their regular operating, mission-driven
approach. The crisis, signified by the
purple circle, could represent the
myriad disruptions, ranging from
international pandemics to natural
disasters or even organization-specific
ruptures like the loss of leadership.
The rings outside of the crisis align
with Lewin’s phases of organizational
development, with fear and uncertainty
aligning with “freezing,” insight &
learning aligning with “changing,” and
sustained opportunity aligning with “unfreezing.”

Figure 1. Design by Bridget Woodbury.

The figure also portrays two scenarios that signify divergent pathways through the crisis. The
first, typical or ‘short circuit’ scenario, illustrates how a program exits their comfort zone in fear
and uncertainty as a result of a disruption, adapts briefly to the circumstances, but circles back
to return to their comfort zone, leaving behind the insights and learnings garnered during the
crisis. The second opportunity scenario, which is propelled by our observed actions of ICH
programs in distributed leadership and growth mindset, illustrates how programs and their
leaders can exit their comfort zone as a result of disruptions, grapple with their fear and
uncertainty, gain insights and learnings as they adapt to new circumstances, and grow into
sustained opportunities as a result.
Good Practices in Arts Education
During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from 25-30 May 2020, UNESCO proclaimed the
significance of the celebration during the challenging times young people, communities, and
organizations were facing around the world. UNESCO Director-General, Audrey Azouley stated:
[T]he world is facing another tragedy, one that exposes our interdependence and fragility.
And, once again, we are witnessing the incredible power of human creativity. Across the
globe, the arts are proving to be a powerful antidote to confinement, an outlet to express
feelings and, above all, one of the most universal ways to share, uplift and express
solidarity. Creativity builds the resilience we need in times of crisis. It has to be nurtured
from the earliest age to unlock the imagination, awaken curiosity and develop
appreciation for the richness of human talent and diversity. Education is the place where
this starts. In an unprecedented context where up to 91% of the world’s students are
affected by school closures, more than 90% of museums have closed their doors, and artists
around the world are unable to make ends meet,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takes
on special significance (Azoula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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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is time, UNESCO launched a call for good practices from organizations around the
globe to highlight the innovations they were implementing to address the ongoing crises facing
their communities. This call was occurring at the same time as my analysis of CYD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Both studies yielded similar results related to digital delivery, the connections
to mental health and well-being, and the empowerment of home-based or community educators.
UNESCO’s Good Practices
In total 41 projects were identified by UNESCO and were organized in five regions: Africa, Arab
States, Europe & North America, Latin America & the Caribbean, and Asia & the Pacific. With this
sample of projects across the world, we conducted an analysis of the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and resources about these projects in order to identify key trends, which can
inform the field of practitioners working in ICH NGO’s.
As of the time of submission (1 May 2020), approximately half (n=41, 53.6%) of the good
practices had changed their strategies as a result of the COVID-19 pandemic. Of those programs,
100% relied on digital connection and the internet to deliver the programming to young people
and community members. One such example is offered by the Kathmandu Jazz Conservatory,
which has a belief in the empowerment through music and music education in times of crisis.
Their move to online programming was quite simple due to the ongoing nature of natural
disaster preparedness in the country. The infrastructure they used to teach music online was
established after the 2015 earthquake which devastated parts of the country (UNESCO, 2020).
One trend, which emerged from our analysis was the focus of ICH organizations on additional
services of young people beyond the artistic or academic development. One-third of the studied
projects used arts and culture as a mechanism to support young people’s mental health and
well-being. One such example is the #ArtConnects online course in Central Asia supporting
children’s mental health and emotional state in Kazakhstan, Kyrgyzstan, Tajikistan, and
Uzbekistan. The specific focus of this project was digitally delivering arts instruction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the most vulnerable groups in order to improve children’s
mental health and emotional state for better well-being and successful recovery from the
COVID-19 crisis (UNESCO, 2020).
In a similar way, approximately 40% of studied programs worked to empower other types of
educators – like parents and community elders – to carry forward the education of children and
youth during the crisis. A common strategy was the production of toolkits, teaching guides, and
other resources which could be digitally or physical delivered to families and local communities
to create continuity in education and cultural development. One example is the Teacher’s Guide
for Culture and Arts to effectively facilitate culture and art-based activities for children. Inspired
by the UNESCO World Heritage in Young Hands Education Programme, CISP collaborated with
teachers, experts in the education sector and in arts methodologies to develop the manual as a
tool for teachers and mentors for the facilitation of extracurricular sessions using culture and
arts to promote cultural heritage, peace and social inclusion (UNESCO, 2020).
Exploration of American CYD Program Responses to COVID-19
During the same time that UNESCO was identifying ‘good practices’ for their affiliated projects
around the world, a colleague and I were seeking to identify similar trends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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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CYD programs and leaders. we facilitated strategic conversations with CYD leaders to
explore the question, “What allows organizations to seize the opportunity path?”
Building on our expanded version of the “Fear, Growth, and Opportunity Framework,” we
connected with CYD programs, their leaders (executive, staff, youth), and several regional
networks to investigate their response to the crisis. We collected responses from a
representative sample (n=48) of CYD programs that were convened by regional stakeholders in
networks in Massachusetts, Pittsburgh, and San Diego, with others represented from Chicago,
the Bay Area, San Antonio, central New Jersey, and Washington, D.C.
What we garnered from these dialogues were questions that CYD leaders were asking. After
collecting these responses, we coded, reformed, and organized thematically the distinct queries
of leaders as they emerged from the Fear & uncertainty zone through the Insight & Learning
Zone towards the Sustained Opportunity Zone. Five recurring action-oriented themes emerged:
● Harness Internal Reflections and Insights,
● Build Productive Collaborations,
● Strengthen Program Design,
● Improve Organizational Stability and Sustainability, and
● Instigate Shared Leadership
A further exploration of these findings was explored in a the recently published special issue of
Arts Education Policy Review.
In each of the observed areas, we found that programs were questioning their new dependence
on technology and exploring how it could expand or inhibit the distributed leadership they
regularly employed as a youth-serving and youth-led organization. Further, we found numerous
examples of a shift in services provided: in one case a music program stopped lessons entirely
to ensure that food was delivered to families in need. Finally, we found that programs were
building, disseminating, and providing online instruction for entire families – not just learners –
to enable the house of parents and caregivers as at-home instructors with the digital and
physical resources of the program from a distance.
In every case, whether UNESCO-affiliated projects of American CYD programs, mush can be
learned by the global ICH community. Specifically, NGOs working in ICH must grapple with their
new dependence on digital delivery, the connections to mental health and well-being for the
young people they serve, and the empowerment of home-based or community educators.
Lessons Learned for the Future
If we observe a futures orientation, one could conduct a lengthy analysis about the possible,
probable, and preferable futures we face as ICH NGOs. However, due to the rapid speed of
changes facing our communities and organizations throughout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I propose we focus our energies on observing the past and preparing ourselves for
the future, rather than conducting extensive modeling.
Reaching Sustained Opportunities
Calling back to the model I developed and shared in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focused on
organizational change, I believe that the observable trends of ICH NGO’s follows that of what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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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w in the CYD sector in the United States. ICH NGO’s have been jolted into crises by the COVID19 pandemic, and some have rapidly adapted through their fear and uncertainty gaining
insights and learning. Meanwhile, some have short-circuited and remained in their comfort zone.
My hope is that through this modeling and a further analysis of the UNESCO good practices, ICH
NGO’s can better understand where innovation can occur and how to reach sustained
opportunities.
From our review of the ‘good practices’ identified by UNESCO, there were several trends, which
can inform ICH organizations as they look towards the future:
 First, organizations must understand their inter-dependence on digital delivery and the
internet. This is not only for the safe-distancing and health-based models to contain the
spread of the virus, but also for the democratization of learning and knowledge
consumption.
 Second, organizations must connect their work to the pressing needs of young people
and communities, like mental and physical well-being.
 Third, organizations must conduct themselves with humility and focus on the
empowerment of other educators – like parents, elders, and more - in homes and
communities to ensure the continued learning and cultural engagement of community
members.
Still Work To Be Done
Regardless of what happens today, in the next few months, or in the years following a vaccine
for COVID-19, ICH NGO’s have work ahead of them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long-lasting
impacts of this crisis.
Further research is needed. Longitudinal research would benefit the field by tracing the arcs of
change for NGO’s as they adapt to the ever-changing needs of their communities. More study
into the role of leaders in organizations and how they guide organizational change through the
crisis (health, financial, or otherwise) would be beneficial. And finally,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governmental (UNESCO, national, regional, and municipal) may help the field of ICH
organizations forecast their adaptations.
Looking toward the future, ICH NGO’s can learn from what has happened and must remain
centered on the needs of young people and the communities they serve. By acting responsively,
they may maintain their role as a community asset and ultimately serve their intended purposes.
Amidst a crisis, ICH NGO’s hold a vital place in the cultural fabric of society and should continue
to d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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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moting Heritage Education throug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Kalasha Valleys of Pakistan
Ghiasuddin Pir & Meeza Ubaid
THAAP

Abstract
The current paper addresses the inherent contradictions between mainstream education and its
implementation among marginalized communities whilst providing examples of how some of
these contradictions may be tackled. In November 2015, THAAP, the only UNESCO accredited
NGO under the Convention 2003 from Pakistan, initiated the process of community-based
inventorying (CBI)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among the Kalasha community residing
in Mumuret, Biriu, and Rukmu valleys located in the district Chitral, North-Western Pakistan.
Out of a total population of nearly 221 million, the Kalasha are one of the smallest religious
minorities of Pakistan, with a population of approximately four thousand people. The prior
efforts led to the eventual inscription of Suri Jagek: Meteorological and Astronomical practice of
observing the sun, moon, stars, and shadows on UNESCO’s list of ICH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in 2018. Over the previous decade, with formal modes of knowledge
dissemination evolving, it is reputed that more than 99% of the Kalasha youth attend schools.
This results in a proportionally high literacy rate compared with their Muslim counterparts;
unfortunately, ‘education’ and ‘literacy’ for the Kalasha have also led to cultural amnesia.
The paper highlights the organization’s success stories, challenges, and further opportunities for
exploring ICH and its relationship with formal education structures.
Primary themes to be highlighted include:
1. The binary opposition between the benefits of becoming ‘educated’ and learning about one’s
own culture;
2. The structural demands for religious conversation and the role of education in countering
such pursuits;
3. The lack of advocacy and structural involvement of ICH related subjects in formal education
curriculums and exploring ways to advocate with the Government;
4. Use local content and its integration informally taught classes in the pre and post-pandemic
er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TRODUCTION TO THE KALASHA COMMUNITY
The Kalasha are an indigenous community residing in three valleys named Mumuret, Biriu, and
Rukmu in District Chitral, North-Western Pakistan. In November 2015, THAAP, the only
UNESCO accredited NGO under the Convention 2003 from Pakistan, initiated the process of
community-based inventorying (CBI)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among the Kala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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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residing in Mumuret, Biriu, and Rukmu valleys located in the district Chitral, NorthWestern Pakistan. Out of a total population of nearly 221 million, the Kalasha are one of the
smallest religious minorities of Pakistan, with a population of approximately four thousand
people.
Providing a snapshot introduction to the community is difficult for the diverse narratives
associated with them. These words are echoed by Major John Biddulph during his position as a
political agent in Chitral. In 1878, he famously wrote:
“Between Chitral, Afghanistan, and the Hindoo Koosh, the maps show a large tract of land of the
unknown country under the name of Kaffiristan, concerning whose inhabitants the wildest
conjectures have been formed.”
This only highlights that conjecture about the Kalasha is not new. Religious and ethnic
affiliations have been long disputed with numerous conjectures ranging from the Kalasha being
offspring of the deserters of Alexander of Macedon’s army to being indigenous to the region
exist. However, basic geographical features include each valley with a river running through its
core. The area is rich in cultural as well as biological diversity. Even in present times, the
Kalasha and the Muslim communities residing in the area use the local land for sustenance;
agriculture and animal husbandry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subsistence economy. The main
flora and fauna of the area include consists of pine (pinus wallichiana), chilgoza (Pinus
gerardiana), juniper, deodar (Cedrus deodara), and holly/holm oak (Quercus baloot). Fruit
production is prominent with fruits such as mulberries, apples, pears, and apricots being a
regular feature of peoples diets and nuts and walnuts being considered a delicacy, honey and a
wide variety of wild mushrooms (morchella esculenta, morchella vulgaris and morchella
deliciosa) normally found at high pastures.
THAAP, in collaboration with UNESCO, funded by the Embassy of Switzerland, has worked
towards inclusive documentation processes of forty-fiv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rom the
five listed ICH domains. Furthermore, additional domains, including traditional games and
sports, traditional medicine, and agricultural practices, were added, keeping in mind their
connection with the community.
The practical applications of this documentation included the formation of the first-ever online
ICH inventory of Pakistan. This inventory served as a pre-requisite for the preparation of the
nomination dossier and the eventual inscription of Suri Jagek: Meteorological and Astronomical
practice of observing the sun, moon, stars, and shadows on UNESCO’s list of ICH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in 2018.2

2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uri Jagek (observing the sun), traditional meteorological and
astronomical practice based on the observation of the sun, moon and stars in reference to the local
topography. Available online at:- https://ich.unesco.org/en/USL/suri-jagek-observing-the-suntraditional-meteorological-and-astronomical-practice-based-on-the-observation-of-the-sun-moon-andstars-in-reference-to-the-local-topography-0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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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TAGE EDUCATION AND CHALLENGES AT HAND
As stated previously, it is difficult to reach a conclusive homogenous understanding of the
Kalasha people through prior texts and even first-hand interviews. Traditionally, knowledge
dissemination within the community was carried out orally at traditional ascribed spaces such
as altars for boys and Bashali’s (maternity homes) for girls. The home and elders within the
homes were the ‘sites’ of knowledge that children attained practical information from. With the
advent of formalized educational structures within the area, there has been an exponential
increase in the number of formally ‘literate’ and ‘educated’ Kalasha people; unfortunately,
instead of strengthening the Kalasha identity, it has played a primary role in creating cultural
amnesia. Therefore, keeping in mind the challenges at hand, THAAP, in collaboration with
UNESCO and funded by the Government of Switzerland, aimed to address this concern by
promoting ideas pertaining to and developing resource material that could promote heritagebased education leading to the strengthening of the Kalasha identity.
According to the accepted definitions, heritage education refers to “a pedagogical process in
which students are able to learn about heritage resources,” it brings culturally conscious and
relevant content to students in schools that enable them to understand their culture - past and
present, and also highlights the evolutionary processes leading to the development of their
current identity. Although a controversial claim to make, the primary content, curriculum, and
pedagogical techniques have led to a weakening of the Kalasha identity due to its role to push
for a singular monolithic national identity promoted through the national and provincial
curriculums. One such example is that Islamic Studies is taught to all primary school students
and becomes an optional course with either ‘Islamic Studies or ethics.’ Practically speaking,
however, the former is mostly taught with the latter not being offered due to a lack of trained
teachers in the subject.
Furthermore, the total number of schools catering to only Kalasha students are few and far
between. Bumburet has three Kalasha schools, Rumbur has two, and Birir has one. These five
schools are unable to cater to the entire Kalasha population, and hence, the majority of the
Kalasha children also attend the Government primary schools. Out of the five total schools, only
one school, i.e., the Kalasha Dur school in Bumburet, a community-run school initially
established by the Greek Volunteers, teaches students using the Kalasha language as a medium
of instruction. The other schools use the Khowar language as a medium of instruction, which is
the commonly spoken language in the region.
The third challenge included developing good quality content (already done in the past) but its
lack of implementation. This was primarily because a ‘Kalasha Studies’ subject does not exist in
the national and provincial curriculum. Hence, there is a binary opposition between spending
time on subjects that will help the student ‘progress’ in life and help them through matriculation
or learning about a subject that should ideally be ingrained in their social ethos. Therefore, prior
interventions have been restricted to unsustainable efforts to regularly carry out co-curricular
cultur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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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CARRIED OUT AND PRIOR EDUCATION AMONG THE KALASHA COMMUNITY
Over the previous decade, with formal modes of knowledge dissemination evolving, it is
reputed that more than 99% of the Kalasha youth attend schools. This results in a
proportionally high literacy rate when compared with their Muslim counterparts, but
unfortunately, ‘education’ and ‘literacy’ for the Kalasha have also led to cultural amnesia.
“Children start going to schools when they have to learn to do useful things” is a statement
uttered by a Kalasha elder Krishna Mocik, and has subsequently been echoed by many
community members. The current paper addresses the inherent contradictions between
mainstream education and its implementation among marginalized communities whilst
providing examples of how some of these contradictions may be tackled.
One strategy promoted heritage education through the production of educational content that
could become a part of the pre-existing government-approved curriculum. The challenge at
hand was to develop content that does not move to the peripheries of formal education as
similar past initiatives have proved to be unsustainable due to only finding a place as ‘extracurricular’ in schools. These extra-curricular cultural education activities have been valuable;
however, they have been restricted to voluntary work by school teachers and elders and pushed
to after-school hours, leading to reduced levels of commitment from primary stakeholders. The
challenge was to form a nexus between utilitarian and cultural growth.

SOME EXAMPLES OF THE DEVELOPED CONTENT CAN BE SEEN BELOW
Using Mathematics as a subject already being taught, in collaboration with the community,
THAAP developed basic mathematics questions in a culturally relevant manner.

EXAMPLE I
Suri Jagek is the traditional meteorological, and astronomical practice of observing the sun,
moon, stars and shadows was inscribed on UNESCO’s USL list in 2018. Sun observation from
observatories traces the trajectory of the sun rising above a mountain every day. Technically the
sun takes exactly 365 days to return to the exact spot from where it has risen today. Similarly,
different locations associated with the position of the rising sun have their defined names, and
the mathematical calculation of the sun traveling from one location to the next is set, and all of
them add to 365 days. Through this baseline information, the students were introduced to an
age-old practice and solved mathematics questions. Excerpts from the textbook can be seen
bel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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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II
Further Mathematics questions were posed using traditional units of measurements teaching
multiplication and division. Rhash Giirik is an age-old practice of grain counting and storage.
Baskets of three-set sizes were used as measurement systems upon which division and
multiplication questions were posed. An excerpt from the textbook can be seen below:

EXAMPLE III
The language was inherently connected to local folk stories. These oral stories were recorded,
and then keeping in mind stories that provide a particular message was translated into English
and Urdu and provided as comprehension exercises for students.
The textbook itself was written by school teachers in the Kalashamondr language and only then
translated into English. This was work produced by the community and the community,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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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ternal organization only providing structural support.

COVID-19 RESPONSE:
Over a hundred countries have implemented nationwide closures of educational institutes. This
has impacted nearly half of the world’s student population (UNESCO, 2020). 3Indigenous
communities the world-over have suffered from a proportionally higher level of disruption in
education when compared to their counterparts living in the same countries.
Conversations with Kalasha school teachers have highlighted that between April and August,
there were serious challenges in imparting any formal education to students. When talking to
Bakhtawar Shah, the principal of the Kalasha Dur school in Bumburet, he stated:
“We have tried to start a home-schooling initiative but to little avail. The problem is that
the parents of the children themselves are not equipped to teach the content we
currently teach at school. They are unaware of English and in some cases Urdu as well.
Even if they can speak some of the languages, they are not literate”
Furthermore, a challenge highlighted was that online classes are impossible to conduct as
despite there not being a shortage of mobile phones in the Kalasha valleys, there is no reliable
internet connection.
In reference to the response, it was highlighted that some of the content listed in the textbooks
was verbally explained to the parents of the students. Suri Jagek, particularly is a practice that
students have learned from the village elders and plans of incorporating math-based problemsolving questions within such practices are being discussed. Similarly grain storage as well as
narrating folk stories are being narrated to students in times where time away from school
might be a blessing in disguise. As schools re-open perhaps a bridging of the gap between
traditional and modern forms of education may take place.

Conclusion
The current initiatives are innovative and the first of their kind for the Kalasha community. The
results have been fruitful as the developed content can be tailored to fit the pre-existing
curriculum without added resources being spent on them. However, the need to formulate a
policy and implement a Kalasha Studies curriculum as a subject for the Kalasha people should
be provided as an option within the national and provincial government. Sustained advocacy on
that front is on-going.

3

UNESCO. 2020. Covid-19 Education Disruption and Response. Available online at:https://en.unesco.org/news/covid-19-educational-disruption-and-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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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fting to Online Activities:
Digital Divide among the NGOs and ICH
Communities in Korea
Hanhee Hahm
CICS

The profound difficulties international ICH community faces during the Corona pandemic is
truly worrisome. Often times many of the municipalities of our regions neglect our most dire
ICH that needs the foundation for outreaching their respected communities. The cases of Korea
bring similar difficulties in reaching out to our ICH communities. Those in the field of
performance art were hit the hardest in Korea, as many of their much-needed cultural
performances were canceled. This meant loss of income and most importantly the spotlight of
the public. The cultural related recognitions that fuel the economy of our practices all of a
sudden came to a halt with many cancellations to events and symposiums. In the brink of the
Corona pandemic prolonging, staying indoors and extinction of large events or festivals have
become the norm. For the NGOs of Korea, the common factor in dealing with the Corona
pandemic was for the ICH communities to absorb online activities and become fluent in online
platforms for ICH safeguarding. Yet, we are facing a serious problem. ICH communities in Korea
are divided into two groups, those having digital skills and money and those having few.
Bridging the digital gap is our challenge.
On behalf of UNAK (UNESCO accredited NGO Association in Korea) I will present you our
experiences of COVID-19 and our engagement with the ICH Community and counter measures
against the pandemic society.
The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CHF), World Martial Arts Union (WoMAU),
International Mask Arts and Culture Organization (IMACO), and (Center for Intangible Culture
Studies (CICS) worked with our surrounding network of ICH bearers, groups, and communities
to support them throughout the pandemic.
The usual gathering activities of Korea’s NGOs were deterred with many cancellations and delay.
The WoMAU’s Martial Arts annual performances and international symposium in Singapore was
canceled. So many of their activities moved online, UNESCO accredited Martial Arts NGOs were
contacted online and had discussions regarding the safeguarding of Martial Arts of their
respected regions. WoMAU hired people through the ‘Youth Tourism Coordinator Project’ to
help with the low employment rate in Korea. Many of WoMAU’s attention now is about
inventorying and archiving their records as well 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educational projects geared for 2021.
Most of activates moving online means more time for the NGOs of Korea for capacity building
through their previous works and projects. Many books were published throughout this year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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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of us. The CHF created a book catalogue of their activities. The title ‘In Search of Living
Heritage’ catalogues the CHF’s vision and work in the past to present for Cultural Heritage of
Korea.
All this time advised from our governments to stay indoors had allowed many of our work to be
archived and recorded. This was the case for IMACO reaching through their International
members through SNS, email, and online meetings. IMACO concentrated on archiving their work
digitally as well as creating an online membership for the promotion of Masks.
The spotlight that many ICH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needed, CICS used the online
platform to give the spotlight to the ICH community. The second annual JIAPICH (Jeonju
International Awards for Promo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remony was held online.
The JIAPICH gave our three finalists their deserved recognition as well as prize and plaque from
Jeonju City. CICS was the secretariat for Jeonju City and received many applications from
international ICH bearers, practitioners, and groups. In the midst of a pandemic, the event gave
hope to the finalists and held the online ceremony to promote their ICH safeguarding practices.
The cases of UNAK, UNESCO accredited NGOs of Korea show our post corona activities. The
Corona pandemic becoming long term is a possibility. As many in our ICH community face
difficult tasks of post corona society, it was important for UNAK to move forward with the best
available solution. UNAK all had many in-house projects, such as cataloguing inventory,
uploading to database, and reaching out to our communities. It also became clear that activities
of safeguarding ICH would inevitably move to the online setting.
We will continue to promote the importance of all cultural heritage through differing venues
and prepare for the changing society. In particular online activities and platforms are often not
available among ICH holders, groups and communities. Realizing this reality, we are trying to
give them a helping hand. The universal value of safeguarding ou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ngages with the shifting to a new method of safeguarding in the midst of pandemic.

1. Introduction
The profound difficulties international ICH community faces during the Corona pandemic are
truly worrisome. Often times many of the municipalities of our regions neglect our most dire
ICH that needs the foundation for outreaching their respected communities. The cases of Korea
bring similar difficulties in reaching out to our ICH communities. Those in the field of
performance art faced many difficulties in Korea, as many of their much-needed cultural
performances postponed or canceled. This meant loss of income and most importantly the
spotlight of the public. The cultural related recognitions that fuel the economy of our practices
all of a sudden came to a halt with many cancellations to events and symposiums. In the brink of
the Corona pandemic prolonging, staying indoors and extinction of large events or festivals have
become the norm. For the NGOs of Korea, the common factor in dealing with the Corona
pandemic was for the ICH communities to absorb online activities and become fluent in online
platforms for ICH safeguarding. The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CHF), World Martial
Arts Union (WoMAU), International Mask Arts and Culture Organization (IMACO), and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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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Intangible Culture Studies (CICS) worked with our surrounding network of ICH bearers,
groups, and communities to support them throughout the pandemic. Yet, we are facing a serious
problem. ICH communities in Korea divided into two groups, those having digital skills and
money against those having few. Bridging the digital gap is our challenge. On behalf of UNAK
(UNESCO accredited NGO Association in Korea) I will present unprecedented experiences of
NGOs under the COVID-19 and limited engagement with the ICH Communities and counter
measures against the pandemic society.

2. About UNAK
The UNESCO Accredited NGO Association in Korea (UANAK) established in Nov. 4, 2016. In
Korea, there are four NGOs accredited by UNESCO ICH section: International Mask Arts and
Culture Organization, The Center for Intangible Culture Studies, World Marshal Arts Union and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The member organizations of UANAK have agreed to seek a
collaborative work for enhancing NGO activities concentrating on the safeguarding of ICH at
home and abroad in alignment with the spirit of the 2003 Convention. The main activities of
UANAK are as follows: (1) Networking and information sharing on the domestic and overseas
activities of each member organization (2) Collaboration for find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sing ICH (3) Mutual cooperation with ICH communities to enhance cultural diversity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arenas.
In July and November of 2020, in the midst of COVID 19, UNAK held two workshops: one held in
Jeju Islands and the other was through online. All the members of UNAK shared their difficulties
because of the pandemic, often expressing each NGO’s particular circumstances that they had to
improvise through previous experiences, all the while making swift reactions to their new
reality. The following is a presentation based on the discussions from the two workshops of
UNAK.
The first workshop held by KCF (Korean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in Jeju Island on July 23,
to commemorate the inscription of ‘Culture of Jeju Haenyeo (Women divers in Jeju)’ that
successfully placed in the representative list of UNESCO in 2016. The workshop reduced to a
smaller meeting because of the pandemic so the number of usual participants in attendance cut
in half. The attendance of the workshop expected the new member of haenyeo who recently
joined the community along with the veteran haenyeos. Majority of the dialogue was about the
culture of haenyeos and their community especially focusing on the sustainability of haenyeo
culture. This topic was the main agenda of the workshop and all participants were satisfied to
have an opportunity to share their own issues and challenges of the haenyeo community. Why
do some young women become haenyeo? To what extent are their efforts sustainable under the
pressure of hardship of diving without any gears? Is it compatible to do housework and dive?
Can they keep their self-esteem and/or identity as haenyeo?
The dialogue circled around about taking pride in the fact that haenyeo is a good way to make a
living while protecting the marine ecosystem. Due to the pandemic, many haenyeos were not
able to attend, but they expressed their gratitude to the KCF for providing sufficient
opportunities to talk and a place to listen to other haenyeo.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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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aenyeo community, the role of NGOs is strongly expected. One concern while leaving the
workshop is the fact that many restaurants still closed due to the COVID 19, therefor seafood
consumptions have declined. The income of haenyeo is expected to decline as well.
The usual gathering activities of Korea’s NGOs deterred with many cancellations and delay. The
WoMAU’s Martial Arts annual performances and international symposium in Singapore
canceled. So many of their activities moved online, UNESCO accredited Martial Arts NGOs
contacted their networks online and had discussions regarding the safeguarding of Martial Arts
of their respected regions. WoMAU also reached out to embassies of each country and UNESCO
National Committee to exp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network. Many of WoMAU’s attention
now about inventorying and archiving their records as well 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educational projects geared for 2021. WoMAU hired people through the ‘Youth Tourism
Coordinator Project’ to help with the low employment rate in Korea. WoMAU is preparing for
the mid-to-long term plans for the future, implementing the electronic administration system
(ERP) for efficient work. The homepage of WoMAU as well as SNS (Facebook, Instagram) outlets
established.
All this time advised from our governments to stay indoors had allowed documents to be
archived and recorded. This was the case for IMACO reaching through their International
members through SNS, email, and online meetings. IMACO concentrated on archiving their work
digitally as well as creating an online membership for the promotion of Masks. IMACO
nominated the Korean Tal-chum (mask dance) for the inscriptions to the ICH list of UNESCO in
March, 2020. IMACO participated in three online forums and festivals throughout the year. The
International Mask Festival of Indonesia held online in August and IMACO was part of the
opening speech. IMACO participated online for the SIPA (Solo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of
Indonesia held in September. Most recently in October, IMACO participated in online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CH NGO Forum. IMACO plans
to further help in the nomination process for UNESCO inscription of mask dance in Korea by
having board of expertise meet regularly, by working closely to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and keeping a strong bond between the preservation society members.
The difficulties that the cultural heritage sector,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ICH face in the midst
of a pandemic is concerning. As many in the ICH community around the world face similar
problems with funding, 2020 is turning out to be worst-case scenarios for ICH performer,
bearers, and practitioners alike that need the accessibility of the public to the art form. Without
the close proximity of the population, many in the field of ICH fail to make a living, transmission
process affected, and the attention to the past commemorations left behind. CICS was eager to
use the online platform to give the spotlight to the ICH community.
The annual awards ceremony, Jeonju International Awards for Promo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JIAPICH), held online this year. The JIAPICH organically started in 2019 and this was
the second year in existence. The purpose of the JIAPICH is to encourage safeguarding practices
of ICH in the global community regardless of nationality, ethnicity, religion, race, age, gender,
political, social, economic or cultural orientation. The safeguarding practices of ICH include any
effective method or approach. It gave three finalists their deserved recognition as well as prize
and plaque from Jeonju City. By the local government, Jeonju City actively sharing the valu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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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guarding ICH and lifting the sprits of the bearers and practitioners, the JIAPICH served to
benefit the international ICH community. JIAPICH online ceremony was a local initiative, tasked
by the Jeonju City government and CICS acted as the secretariat.
Having received many applications from international ICH bearers, practitioners, and groups, it
was the hope of the organizers and Jeonju City, that the event can give hope to the finalists. The
JIAPICH online ceremony held successfully, with three finalists taking home the 2020 JIAPICH
Plaque. Although an event like the JIAPICH could not change the difficult circumstances of all
ICH community in the pandemic world, the online ceremony was a small beam of hope for ICH
community and it was a positive local initiative fulfilled by Jeonju City.

3. The Effect of COVID 19 on the Activities of UNAK
The cases of UNAK, UNESCO accredited NGOs of Korea show our enthusiasm even in difficult
conditions. The Corona pandemic becoming long term is a possibility. As many in our ICH
community face difficult tasks of the on-going pandemic, it was important for UNAK to move
forward with the best available solution. UNAK all had many in-house projects, such as
cataloguing inventory, uploading to database, and reaching out to our communities. It also
became clear that activities of safeguarding ICH would inevitably move to the online setting.
We will continue to promote the importance of all cultural heritages through differing venues
and prepare for the changing society. Online activities and platforms in particular are often not
available among ICH holders, groups and communities. To bridge the digital gap between the
ICH holders is the immediate goal. Most ICH bearers find it difficult to work online, therefore
having the younger generations in helping the ICH preservation society, groups and
communities, to build up the capacity of digital skills and techniques is necessary.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under the pandemic, the safeguarding measures of ICH should also improvise
and find solutions from our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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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graphical imbalance: the challenge of getting a more
balanced representation of accredite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under the 2003 Convention
Matti Hakamäki
Finnish Folk Music Institut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are organizations which are independent of
governmental involvement. The United Nations use the term for organizations which are
neither governments nor member states and gives them observer status at its assemblies and
meetings4. UNESCO has built up over the years a valuable network of cooperation in its fields of
competence with NGOs representing civil society. NGOs are recognized as important
stakeholder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2003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ongoing reflection process, several possible roles for the
NGOs are pointed out: i) a laboratory of ideas and inspiring practices, ii) contribution to
safeguarding measures, and to follow up on inscribed elements, iii) NGOs well equipped to
share safeguarding experiences in lighter ways, iv) NGOs’ role in awareness raising, and in
building and strengthening capacities, and v) NGOs’ possible role in reporting functions serving
the Committee and the Overall Results Framework, regional reporting, status of inscribed
elements, and other.
To achieve the purposes of the 2003 Convention5, it is important that as many cultures as
possible attend with their different traditions and world views. The 180 State Parties who have
ratified the convention are distributed throughout the world6. UNESCO has organized the world
into six electoral groups for their elections7; i) Western Europe and North America, ii) Eastern
Europe, iii)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iv) Asia and the Pacific, v(a)) Sub-Saharan Africa
and v(b)) Arab States. Ever since the General Assembly started accrediting the first 97 NGOs in
2010, up to the present 193 accredited NGOs in 2020, there has been a severe imbalance in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with more than 50 % of the accredited NGOs belonging to the Western
Europe and Northern America region. There is only 4 % NGOs in group V(b) Arab States, and 5 %
in group III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The ICH NGO Forum was formed in 2009 as an
informal platform for communication, networking, exchange and cooperation for NGOs
accredited by UNESCO. The Forum has recently organized into a more formal NGO with bylaws,

http://portal.unesco.org/en/ev.php-URL_ID=34702&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
(a) to safeguard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 to ensure respect for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he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concerned;
(c) to raise awareness at the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of the importance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of ensuring mutual appreciation thereof;
(d) to provid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ssistance.
6 https://pax.unesco.org/la/convention.asp?language=E&KO=17116
7 The Basic Texts 2020, Appendix 2, I.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156826.page=6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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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ical principles and a steering committee of seven members representing each of the six
electoral groups in addition to one NGO representing international NGOs.
The unbalanced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accredited NGOs was identified as one of the major
concerns by the General Assembly, the Committee and the Secretariat when the reflection
process on the advisory role of accredited NGOs started at 12.COM in 2017. The concern on the
unbalanced geographical distribution has been pointed out in numerous working documents of
the governing bodies. The Committee and the General Assembly repeatedly encouraged “NGOs
from under- represented Electoral Groups that meet the criteria for accreditation to submit
their requests for accreditation at the earliest opportunity so as to improve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accredited NGOs and invited States Parties from those Electoral Groups to make
this call widely known among NGOs operating within their territories”. In decision 14.COM 15,
the encouragement also included “States Parties, the ICH NGO Forum, accredite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category 2 centres and UNESCO Chairs to organize capacitybuilding activities for newly accredite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f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at may be interested in seeking accreditation in the future, with a
particular focus o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based in under-represented regions”.
One of the recent actions to address the challenge is an initiative towards the establishment of a
working group for the ICH NGO Forum dealing with regional imbalance of accredited ICH NGOs.
The initiative came from our NGO, the Finnish Folk Music Institute, and was endorsed by the
ICH NGO Forum Steering Committee. An invitation for a new working group and a survey on the
regional imbalance of accredited NGOs under the 2003 Convention was launched in the ICH
NGO Forum newsletter of 31 August 2020. The survey was addressed to all stakeholders of the
2003 Convention. Seven persons responded to the request, from five accredited NGOs and one
UNESCO facilitator from four out of six electoral groups (I, II, III and IV).
Interesting suggestions were received on the challenge “How to reach out to relevant NGOs in
the underrepresented regions of the world?”
 Important to know the local/regional conditions
o Develop a sub-regional strategy
o A regional focal point (accredited NGOs or UNESCO facilitators)
o Network of brokers (accredited NGOs and UNESCO facilitators)
 Promote awareness – make a toolkit
o Regional videos of experience of accreditation
o Interviews
o Brochure
o Use media, web pages, social media
 Regional activity
o Webinars on accreditation process, sharing experience with the convention
o Make overview of NGOs working with ICH
In addition to concrete suggestion of names, more general suggestions were received on the
challenge “suggest ICH NGOs and ICH experts belonging to the underrepresented parts of the
world who could be willing to work in the spirit of the Convention”
 Make a regional call to stakeholders of the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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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a database of people (bearers, academics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who
can disseminate the goals and achievements of the Convention. This could be done by
o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 the ICH NGO Steering Committee through the new working group
Make contact with NGOs how got their accreditation request turned down
Use the networks of accredited NGOs
Contact the candidates for the International Jeonju ICH award
Contact NGOs directly involved in nominations/requests for the four mechanisms of the
Convention

The survey is still open to collect more ideas from any interested stakeholder of the Convention:
https://forms.gle/nUdns9g9kHYXXY2v6.
Five persons offered to be members of the working group on improving the world balance of
accredited NGOs and attend regular online discussions. Four NGOs are represented, and two
persons want to join as experts, representing three out of the six regions (electoral groups I, II,
and III). According to the bylaws of ICH NGO Forum, it lacks the support of one NGO to be
created as a working group in the forum8.
The working group will start discussions based on the possible measures received via the
survey and work with the aim to overcome the ongoing imbalance. In parallel, we will invite
other interested persons to come forward, especially those belonging to electoral region IV, V(a)
and V(b). This is important both to get the regional knowledge represented in the working
group, and to become a formal working group under the ICH NGO Forum.

Article 33: New Working Groups may be recognized by signed petition of five or more accredited NGOs
submitted to and confirmed by the Steering Committee; http://www.ichngoforum.org/wpcontent/uploads/2013/03/ICH-NGO-Forum-Bylaws-adopted.pdf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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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fting a Post Covid-19 World: Building Greater Resilience
in the Crafts Sector through Strengthening Ties with its
Community’s Cultural System
Joseph Lo
World Crafts Council International

Abstract
In the pre-Covid-19 era, the crafts sector in Asia had ridden on the crest of globalized trade and
international tourism. It had transformed itself dramatically from serving the needs of its
community and acting as a conduit of cultural expressions to a labour intensive production unit
catering to demands of mainly non-local markets.
However, Covid-19 has brought an untimely demise to these evolved craft-based industries. The
collapse of the global economy and the abrupt halt of international travel have jeopardized
those who depended on this sector for their livelihoods.
Rather than seeing this period as a tragedy,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craft sector could also
consider this as a unique opportunity to build greater resilience to mitigate against similar
future occurrence. One means is to re-visit the nature of crafts and re-establish its networks
within the community’s cultural system. This echo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crafts - an
entity which is rooted in and reflective of the cultural lives of the community; it encompasses
the body of expressive cultural associated within the fields of a community’s folklore and
cultural heritage.
This paper examines two case-studies where craft producing communities have sustained
themselves through focusing on their local traditional markets and also re-integrated
themselves into the local cultural system.
The first case study cites the crafts sector of Bamiyan, Afghanistan. Because of the context of
Afghanistan, any form of export from the valley of Bamiyan is, at best, challenging. Yet, the craft
industry has survived through the ravages of war and uncertainties. Utilizing the data from
recent UNESCO pilot surveys on the supply and demand of the crafts sector, this paper describes
and explains the intimate relationship between crafts and the practicing cultural ecosystem in
Bamiyan. As a result, even in this war-torn country with limited opportunities, the crafts sector
has been sustained, relatively unaffected by external forces.
The second case study examines a ceramic production unit in Bali and its innovative respons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the pre-Covid period, the marketing channel of this thriving
craft enterprise was through the hospitality industry; hotels and resorts purchased their
flatware for their food and beverage outlets. A significant percentage was also mark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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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heir retail outlets, targeting at expatriates living in Southeast Asia. However, due to the
decline of the markets from these sectors, this craft enterprise has re-aligned itself by linking its
products to the traditional cuisines of Indonesia, namely targeting both its domestic and nondomestic markets.
Thus, paper proposes that one means of building greater resilience for the crafts sector is to
strengthen its network with the local cultural system and to re-focus on the local community as
its primary market. Ironically, it is only through diving deep into the roots and the raison d’tre
of the practice that the crafts sector, like a tree, will be able to strength itself to mitigate against
future crisis, reaching greater heights.

A. Context
The genesis of folk arts and crafts grew out from the context of the community (1) ( 2). It is
within each community’s circumstance - utilizing resources from its immediate environment,
working with local and appropriate technologies, applying skills that have been handed down
through generations, drawing design inspirations from its surroundings, stories, myths and
belief systems to express cultural sentiments while fulfilling physical, cultural, economic,
political social and even spiritual needs – that folk arts and craft have emerged. Hence, folk
crafts and its community’ cultural system -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 are intimately
connected and directly related (3). It is when crafts are practiced and the product is experienced
within such a context that it is most appreciated and respected, highlighting its authenticity and
the integrity of the object (4).
However, in recent eras, because of the social, cultural, technological and economic changes that
have swept the world, folk arts and crafts no longer fulfilled the needs of communities as
communities themselves began to evolve. This initiated the slow and steady decline of folk arts
and crafts practices, affecting the general health of global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5).
Specific to the endangerment of cultural practices, knowledge and skills, UNESCO established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2003. Beyond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ESCO in 2005 also established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to recognise the distinct
nature of cultural goods and services, strengthen culture-based economic growth and cultural
acceptance (6). Significantly, the foundation of these conventions focuses on the community,
beyond other strategic goals - conservation, capacity building, credibility and communication.
Vocalising this thought, New Zealand proposed adding the ‘fifth C’ – Community – as humanity is
at the heart of conservation. This was proposed during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31 st
Session in Christchurch, New Zealand, 2007 (7).
Supported by these conventions, folk arts and crafts have changed, often into a commodity of
international trade. In recent times, for example, according to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TACD), Creative Economy Outlook: Trends in International Trade
in Creative Industries (2002 – 2015) Report (8), the international trade in arts and cra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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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led $35billion in 2015. World exports increased from $19.9 billion in 2002 to $35 billion in
2015 with an annual average growth rate of 4.42% during the period 2003-2015.
Given that a community’s culture and its various forms and expressions are all part and parcel
of the experience of a specific space, folk arts and crafts are also intrinsically linked to the
tourism industry (9). For example, in Ethiopia 2007, tourist expenditure on crafts was
US$12.7million, (10). In Laos, Luang Prabang – the ancient royal capital and today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 estimates that a total of US$ 4.4 million of curios and craft articles are sold
to tourists annually (10).

B. Impact of Covid-19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was first identified in Wuhan City, Hubei Province, China,
in December 2019. It is an infectious disease causing severe acute respiratory problems
amongst other health issues. Because of its highly contagious nature, The World Health
Organisation (WHO) declared it as a pandemic on 11 March 2020 and by the first week of April
2020,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 was under some form of lockdown (11) (12).
With failing economies, unemployment, reduced spending, the pandemic and subsequent
lockdowns have had a devastating impact on the global handicrafts sector. In India, for example,
because of the disruption of supply chains, production has been sporadic at best, or halted
completely. Meanwhile, overhead costs have increased due to low production but ironoically,
huge unsold inventory has also piled up at the same time. There has been no sale either through
local or international exhibitions or orders. Whenever sales have been localised, revenues have
reduced by 30% or more. Worse, there has been no certainty about when craft producers would
be able to start their work again (13).
For the craft industries that have aligned themselves with the tourism sector, the impact of
Covid-19 has been equally devasting. This is because the tourism industry has been an
economic sector most severely affected by the pandemic (14). Referencing UNWTO’s Report on
COVID – 19 Related Travel Restrictions, as of end-April 2020, 100% of all worldwide
destinations have introduced travel restrictions in response to the pandemic. Available data
points to a decrease of 22% in the first quarter of 2020, with arrivals in March down by 57%.
This translated into a loss of 67 million international arrivals and about USD 80 billion in
receipts (15).
According to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in the
medium and longer terms, the expected lower levels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tourism, the
decline in purchasing power and the reductions of public funds and fall in private investment
for arts and culture will amplify the negative trend of the general cultural industry sector, of
which crafts is the dominant segment (16).
Significantly, this pandemic crisis has sharply exposed the structural fragility of the sector.
Referenceing OECD,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including the crafts industry, are structured
in a unique way in comparison to other sectors. Public cultural institutions and big pri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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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s alike rely on an interconnected and interdependent network of freelancers and microfirms which provide creative content, goods and services. This “ecosystem” is vital to the sector
and now faces bankruptcy due to a sudden and massive loss of revenue opportunities.’ (16)

C. Aim of this Paper and Proposition
Quoting the European Commission’s Culture and Creativity framework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operate within ecosystems. At the heart of this ecosystems approach is the idea that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work in an inter-twined way with different sectors adjacent to
their own, or with completely different sectors, and also in a cross-sectoral way.’ (17) It is
within this model that this paper expounds and proposes that in order to build greater
resilience for the crafts sector to mitigate against future crisis, it is imperative to strengthen the
linkages of craft products not only with other sectors but within the cultural system which it
was initially made for. Furthermore, beyond appreciating the community as stewards of
safeguarding the practice, the community should also serve as primary consumers of these
cultural products and services. Thus, central to this paper is the suggestion that the primary
context for folk arts and crafts is its local community - to fulfill its community’s need. The
economic expansion beyond this local market into other areas – export, tourism, etc. should be
considered secondary. Therefore, if and when a global crisis transpires, although there are
negative consequences, its impact is ring-fenced because of its secured local demands.

This paper examines two case-studies - one in Bamiyan, Afghanistan while the second, a
ceramic enterprise in Bali, Indonesia. Both cases have linked their products to the craft’
s parent cultural systems, thus sustaining the craft practices and mitigating a decline in sales, in
spite of, and responding to, external threats.

D. Case Study 1: The Craft Sector in Bamiyan, Afghanistan
The province of Bamiyan is located in the central Afghanistan region of Hazarajat, and lies
approximately 240 kilometres north-west of Kabul. The average attitude of Bamiyan is about
2,550m with a population of about 100,000 (in 2014). Bamyan, its main centre, has four
districts with a total land area of 3,539 hectares. The total number of dwellings in Bamyan is
4,435 (18).
UNESCO and the Government of Afghanistan are currently working together to foste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reating opportuniti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reative industries and heritage tourism within the Bamiyan World Heritage
property. With a view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the culture-based creative economy
within the World Heritage Site, a survey on the local consumption of cultural goods and services
was conducted in 2018 (19). The purpose of this survey was to comprehend if the community in
Bamyan was consuming any cultural goods and services and if so, what were these products and
services, where were these products produced, what were the consumers’ opinion of the quality
of these items and the frequency of pur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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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position undertaken by this study was that although there were extremely limited
external markets for products made in Bamiyan, but because of the support by the Bamiyan
local community and its integral linkages with community’s cultural system, these craft
practices and enterprises have been sustained, regardless of the prevailing conditions of the
country outside the province.
The survey was conducted in the final months of 2018. A total of 120 individuals were surveyed
along with 60 households within the Bamyan town centre. Random sampling methodology was
employed to attain an unbais representation of the population. Working in parallel to this
survey, the author also visited shops retailing craft products in Bamyan so as to establish
concurrence (or not) with the survey findings. The author and the survey team also visited a
typical dwelling of a resident to understand the context of usage within a domestic setting.
The survey found that there was a diverse range of cultural goods and services consumed by the
Bamiyan town community. Within this paper, the following types of folk arts and crafts products,
and cultural services were identified:
o Embroidery on traditional garments such as wedding dresses, groom clothes, longi
(man’s headcloth), handkerchief, gundag pich (traditional embroidered garments)
for children; contemproary garment accessories such as scarves, household soft
furnishings included cushion and quran covers;
o Tailoring services to make garments and household soft furnishings such as
mattress covers for newly born, mirrors, TV and bed covers, table cloths, etc.;
o Felt products included traditional vests and coats such as barag chapan, khujin (bag),
covers for donkeys and contemporary products such as bedroom slippers;
o Floor covering such as carpets, rugs, kilims and palas;
o Wool products were mattress and wool yarns for weaving;
o Ceramics products included bird bowls, dik chowani, tanor stoves for bread making,
ghashgho, digdan, etc.;
o Metal and jewelry works such as farming tools as well as gold and silver ornaments
and accessories;
o Wood products including cradles for babies, baskets, dambura (string musical
instrument),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furniture.;
o Stone carving services to produce grave stones and also gem stone polishing;
o Herb products for the practice of traditional medicine;
o Traditional cultural services that were identified by the survey included catering,
making of dairy products and providing services during festivals such as Holi Quran
events, etc.
In terms of frequency of purchase, as some of the items were used to celebrate and signified life
milestone events (such as birth, marriage and death). Some were purchased once in a life-time.
Others were purchased annually to participate in festivals and celebrations. Other essential
items were bought more frequently serving the necessities of daily living.
Findings from visits to a typical domestic dwelling, markets and shops collaborated with the
survey data; many of the items were found in use at home and readily for sale in shops in
Bam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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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asons cited for purchase were varied. For household products where cultural value were
minimal (for example, utility items such as kettles, cooking pots, stove, etc.), the need to
purchase was mainly practical in nature; it served the daily needs of the user and when
defective, replacement would have been necessary. Against the background of Afghanistan’s
peculiar situation, similar products that were imported were expensive and infrequent. Hence,
the isolation of Bamiyan valley has bred a high degree of self-reliance where localized
production of these essential goods and services have developed and flourished.
More significantly, for products with cultural values where expressions of culture were
manifested in its designs, forms, materials, skills and usage, these were inevitably linked to
cultural habits and aesthetics, traditional and/or religious practices, folk belief systems, social
norms and mores. As explained by one of the interviewees, because of the nature of Hazara’s
wedding ceremony, the bride and groom would need to wear traditional clothes. These would
need to be purchased locally because it would not be possible to import these garments from
elsewhere (because of the on-going political and economic instability of Afghanistan).
Importantly, other ethnic craft makers (such as the Pashtuns) would not be able to fulfill the
needs of the Hazara cultural equipment. For instance, only those who were familiar with
Hazara’s wedding cultural norms would be able to make and supply these garments to fulfill the
requirements of a Hazara wedding. Therefore, it has been the observations of Hazara wedding
customs by the community that have sustained the livelihoods of embroiders and tailors in
Bamyan. Furthermore, marriage and weddings were important milestone occasions that were
marked and celebrated by the community, regardless of external circumstances. Other similar
events included birth and death rituals where cultural practices have also sustained the crafts
sector. Hence, in spite of an on-going war and the volatile situation in Afghanistan, the Bamiyan
crafts sector has been well sustained.
Likewise, appreciation for traditional music by the community has led to the sustained practice
of making dambura. Because of the eating of traditional breads and yoghurts, tandor stoves and
a special type of youghurt pot have been continuously made in Bamiyan for the local market.
Beyond the cultural practices of the Hazara community in Bamiyan, most of the raw materials
needed by the crafts sector have also been sourced locally. For example, the wool that has been
required to make mattresses, felt fabrics, carpets and the textiles were all obtained within the
province.
Hence, notwithstanding the current crisis that Afghanistan has been under-going, the crafts
sector has established its own ecology system - with the physical environment and its linkages
with the community’s cultural system – and folk craft practices have been sustained.

E. Case Study 2: Jenggala Keramic, Bali Indonesia
Jenggala is a craft-based enterprise that designs and creates ceramic products. The
company was established in 1976 and is based in Bali, Indonesia. The marketing channe
l of Jenggala has been through the hospitality industry and also via their retail outlets. Accordin

Session 3 Consilience: Prototype vs. Archetype for Educational Source _ 93

g to theirwebsite (https://jenggala.com), Jenggala has their own in-house designers to create
their own products but they also collaborate with their clients to develop bespoke creations.
Jenggala has won numerous awards for their products. For example, in 2010, two of Jenggala’s
products - Modern Kendi Collection and the Rantang Collection received the UNESCO Award of
Excellence for Handicrafts. As the author was a member of the jury, he signed up to their
newsletter so as to receive periodic updates.
Shortly after the WHO declared the Covid-19 pandemic, the author received a series of emails
from Jenggala entitled “Jenggala Home Recipes”. These were a series of cooking instructions on
preparing traditional Indonesian food. Examples of dishes included Shredded Spicy Garlic Fish,
Jack Fruit Rendang (a type of dry curry), Indonesia Pumpkin Pie, etc. The recipes listed specific
ingredients, quantities and instructions on how to make them. Interestingly, the photographic
representation showed the cooked dish, plated on some of Jenggala’s products. At the bottom of
the email, there was a linked stating “VISIT OUR ONLINE STORE” to take the reader to the
webpage where the product in the photograph was featured. Beyond this primary product
(which the food was plated upon), the email also showed other related products. For example,
for the Bok Choy and Shitake Mushroom Soup, the Bali Ago Warmer Set was featured as a
suggestion of how to keep the soup warm during the meal.
It has been totally understandable that during this period of lockdown where in-person sales
have been curbed, most retailers have gone on-line to continue marketing their products. The
approach that Jenggala has taken was not unusual but rather, a mainstream commercial
response. However, the significant aspect was the content and the approach the company had
taken to e-market their wares. The linkage of its products to the culinary culture of Indonesia
was emphasised in order to frame and contextualise the products. Hence, the marketing
narrative was not primarily focused on the product itself but rather, it played second fiddle,
almost as a prop or an accessory, to the traditional food of Indonesia. Interestingly, in the email,
there was never a mention or any text regarding the product. Rather, the products were
communicated through its photographic representation; the texts only focused on the
ingredients needed to cook the dish and the instructions of how to make it.
Jenggala’s marketing strategy supports the proposition of this paper that crafts are essentially
linked to the cultural system that they made from/for. There is a symbiotic relationship
between both entities – traditional Indonesia cuisine and the products that are involved in the
cooking and the plating up of such dishes. Granted that the marketing strategy was not solely
directed to the local Indonesian market, but Jenggala’s approach was pivotal upon its
relationship with its contextual cultural practice.
One may counter-propose that Jenggala was merely exploiting this opportunity by linking its
products with cooking especially when home-cooking, as a form of theraphy, has been one of
the few identified and promoted domestic activities during this lockdown period (20). If so, the
question remains – Why traditional Indonesian recipies have been identified and not recipies
from other types of cuisines? The author proposes that in connecting with Indonesian cuisine, it
highlights the sense of place and culture – Bali, Indonesia – and thus, articulated the authenticity
and integrity of the product (4). Importantly, it offers a distinctive prospect, through a 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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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 to differentiate itself from its competitors by highlighting its unique selling point –
USP.

F. Conclusion
The Covid-19 pandemic has negatively impacted all sectors of life, and at all levels – locally and
globally. In order to build greater resilience for the folk arts and crafts sector to mitigate against
future crisis,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sector could consider strengthening its linkages of its
products within the cultural system which it was intentionally and initially made for. This reorientation - pivoting its local community as its primary market - may serve to hedge against the
uncertainties of external markets.
In Bamiyan province, because of the Hazara community’s cultural practices and requirements,
cultural products were required to participate and celebrate their cultural lives. These can only
be obtained locally because only Hazara craft makers would be able to understand and produce
items that served the community’s cultural needs. Hence, there has been a healthy and steady
demand for locally-made craft products. This has assisted in sustaining Hazara’s folk arts and
craft practice in spite of the unstable external situation.
Jenggala, the Bali-based ceramic enterprise in Indonesia, has re-established its linkage with
Indonesian cuisine as its marketing strategy during this Covid-19 pandemic. Putting Indonesian
food centre and fore-front has established a cultural narrative and context for its products. It
echoes the notion of authenticity and cultural validity while ascertaining a subtle under-tone use these ceramics to cook delicious Indonesian food - to engage and entice potential customers.
Therefore, resonating with New Zealand’s proposal to add the ‘fifth C’ – Community - in heritage
conservation (7) – by prioritizing the local communities and home markets, and reconnecting
with local cultural systems are possible means to strengthen the crafts sector. It may serve to
circumvent and ring-fence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future glob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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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and Influence:
Untangling Corporate Engagement in the Cultural Sector
Nicholas Pozek
Asian Legal Programs, Columbia University

Abstract
A growing interest in cultural heritage by the corporate sector has offered new opportunities to
safeguard, protect, and present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Through strategic
investments of capital, expertise, and technology into the cultural sector, corporations offer an
opportunity to revitalize a sector beleaguered with precarious government funding and
unpredictable public support.
Google Arts and Culture, a non-profit initiative of Alphabet, Inc. created a robust digital
platform to provide unprecedented access to the collections of museums and cultural
institutions around the world through high-resolution images and virtual tours. Dispatching
teams of photographers with cutting-edge technology, Google Arts and Culture provides, pro
bono, what were previously expensive projects for cultural organizations to undertake.
While investments from and engagement by corporations like Alphabet may seem to be a boon
to the cultural sector, they present a myriad of complex legal and ethical challenges. In order to
provide desirable open access, these initiatives commoditize cultural heritage into intellectual
property and digital assets. The rights to this property are shared with the corporate sponsor,
but to what degree does that same sponsor have an obligation of stewardship? Further, does
even the curation and selection of partnering institutions advance a specific advantageous
economic narrative for the corporation?
The involvement of corporations in charitable work has come under fire recently. Critic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programs suggest these practices are only marginally
effective and draw attention away from the socially detrimental externalities of a corporation’s
core business.
This paper examines the core questions created by corporate involvement to safeguard and
present cultural heritage.
Corporate and commercial involvement in cultural heritage has provided opportunities to
preserve, protect, and present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Through strategic
investments of capital, expertise, and technology, commercial engagement can sustain a cultural
sector beleaguered with precarious government funding and challenged by unpredictable public
support. Such support would complement the deep subject matter expertise that cultural
organizations offer. Cultural organizations curate and present programs, performances, and
exhibitions that often address complex subjects. They then brok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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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and the communities their organizations serve. Cultural organizations are not above
reproach, and in recent years both individual cultural organizations and the larger sector have
seen increased scrutiny.
Recent publications such as Anand Giridharadas’s Winners Take All: The Elite Charade of
Changing the World9, Rob Reich’s Just Giving: Why Philanthropy Is Failing Democracy and How It
Can Do Better10 and David Callahan’s The Givers: Money, Power, and Philanthropy in a New Gilded
Age11 interrogate the philanthropic funding model that underpins the non-profit part cultural
sector. While each considers the financing of the cultural sector as a means by which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can launder their reputation through the endowment of directorships, the
funding of capital projects and the bequeath of personal collections, it can be argued that the
insidiousness of this influence goes farther.
In the wake of the U.S. 2016 election, Facebook, Inc., the role that their eponymous flagship
social media platform may have played in influencing the election was evident. The platform
offers a feed of content that is organized by algorithm draws on, but doesn’t adhere strictly to,
user behaviors and preferences. The algorithms deployed on Facebook are proprietary and
notoriously opaque.12 It was later discovered that users of the networks created accounts and
populated profiles with fake information to inundate the site with inaccurate information (“fake
news”) and divisive opinions that may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influencing the outcome
of the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13
This crisis posed an argument about whether Facebook is a platform (i.e., a ‘public square’) or a
publisher, and if being a platform would abdicate Facebook of its responsibility to moderate the
content shared on the platform. This distinction brought into focus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evalent values of the technology sector, specifically those associated with Silicon Valleybased companies, and the public interest beyond the scope of the technology sector.14
Google Inc., whose headquarters (the “Googleplex”) is situated in Silicon Valley, has been subject
to similar scrutiny. Their search engine algorithm has been the subject of a U.S. Senate hearing
to determine whether Google is engaged in antitrust activities. 15
9 Anand Giridharadas, Winners Take All: The Elite Charade of Changing the World, First Edition, First
Printing edition (New York: Knopf, 2018).
10 Rob Reich, Just Giving: Why Philanthropy Is Failing Democracy and How It Can Do Better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8).
11 David Callahan, The Givers: Wealth, Power, and Philanthropy in a New Gilded Age, First Edition (New
York: Alfred A. Knopf, 2017).
12 “Facebook to Reveal News Feed Algorithm Secrets,” BBC News, April 1, 2019, sec. Technology,
https://www.bbc.com/news/technology-47771922.
13 Alexis C. Madrigal, “What Facebook Did to American Democracy,” The Atlantic, October 12, 2017,
https://www.theatlantic.com/technology/archive/2017/10/what-facebook-did/542502/.
14 Sam Levin, “Is Facebook a Publisher? In Public It Says No, but in Court It Says Yes,” The Guardian, July 3,
2018, sec. Technology,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8/jul/02/facebook-markzuckerberg-platform-publisher-lawsuit.
15 Steve Lohr, “Google’s Competitors Square Off Against Its Leader,”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21,
2011, sec. Technology, https://www.nytimes.com/2011/09/22/technology/google-takes-the-hot-seatin-washingt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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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11 Google formed what would become Google Arts & Culture, a non-profit initiative whose
mission is “to preserve and bring the world’s art and culture online, so it’s accessible to anyone,
anywhere.”16 In a blog post published the same year, Amit Sood, the head of Google Arts &
Culture (then Google Art Project), explains the genesis of the initiative:
It started when a small group of us who were passionate about art got together to think
about how we might use our technology to help museums make their art more
accessible—not just to regular museumgoers or those fortunate to have great galleries
on their doorsteps, but to a whole new set of people who might otherwise never get to
see the real thing up close.17

This story Google Art Project recalls a common technology startup genesis myth: a small group
of passionate innovators bands together to solve a complex problem.
Google Arts & Culture dispatches teams of photographers with cutting-edge technology to
photograph artworks in museums and adds these images to a public-facing website. Much like a
museum’s own collection database, the Google Arts & Culture provides detailed information
about each artwork (artist, date created, medium, etc.). But unlike an individual museum’s
website, it offers users the ability to explore works by formal, thematic, or historical
connections across the collections of all museums hosted on the Google Arts & Culture platform.
In a sense, Google Arts & Culture’s effort to catalog the world’s art is an extension of Google’s
mission, “to organize the world’s information and make it universally accessible and useful.” 18
And it does so in a way that draws heavily on Google’s overarching brand vocabulary: white
background, san-serif fonts, generous negative space, and uncluttered compositions. It is imageforward, pushing the primacy of art and letting the background recede, and it is not at odds with
the stark exhibitions in commercial galleries, art fair presentations, and contemporary
museums.
In his 2011 TED talk, Amit Sood concludes with a statement foregrounding the artwork over the
delivery:
…the main thing is that all the amazing stuff here does not really come from Google. It
doesn’t, in my opinion, even come from the museums. I probably shouldn’t say that. It
really comes from these artists19

“About
Google
Cultural
Institute,”
accessed
October
11,
2020,
https://about.artsandculture.google.com/.
17 “Explore Museums and Great Works of Art in the Google Art Project,” Official Google Blog (blog),
accessed October 7, 2020, https://googleblog.blogspot.com/2011/02/explore-museums-and-greatworks-of-art.html.
18 “About
Google, Our Culture & Company News,” Google, accessed October 13, 2020,
http://about.google/.
19 Amit Sood, “Building a Museum of Museums on the Web” (TED Conference, Long Beach Performing Arts
Center, March 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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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itiative received significant attention from the public but also received early criticism for
its limited content20 and Eurocentric focus.21 In Google’s defense, this may partially be a function
of the copyright challenges that U.S. museums face. Under U.S. copyright law, works of art are
protected for a term lasting for the duration of the creator’s life and an additional subsequent
seventy years.22 Thus, many contemporary works remain under the artists’ copyright, but for
many “old master” works (which are predominantly European men23), the copyright has
expired. Securing the rights to present an image of a work under copyright is an added step of
licensing the work and may constitute an additional expense in securing that licenses with
artists or her agent.
But the restrictions set by the copyright are layered on top of the much larger, systemic, and
more complex issue of representation in museums’ collections.
Google Arts & Culture added a feature to the iOS and Android application that matched users’
“selfies” with representative portraits sourced from across the collections of museums on its
platform. People of color, specifically Asian and Latin American users, observed results that
either features stereotypical images or don’t match their ethnicity at all.24 This was likely not an
issue with the algorithm, the more so a reflection of the artwork on the platform.
In 2019, half a century after the Arts Workers Coalition first demanded greater representation
of black artists at the Museum of Modern Art, a study of 18 major U.S. museums (Including
MoMA, the National Gallery of Art,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among others) found that
85.4% of the works in the collections of the museums are attributed to white artists.25
In seeking to create an engaging and “playful26” experience with art, the developers of Google’s
Art Selfie made a powerful statement about the representation of people of color in museum
collections. In their efforts to democratize museums, Google overlooked the complex internal
rifts that museums are undergoing regarding equity, access, inclusion, and stakeholders, some
of which are discussed later in this essay.
These rifts aren’t unique to museums. Recently, the caricaturistic portrayal of Asia characters
and themese in ballet has come under fire, paired with the limited representation of ethnically

“The Problem with Google’s Art Project,” The Telegraph, accessed October 7, 2020,
https://www.telegraph.co.uk/culture/art/art-news/8296251/The-problem-with-Googles-ArtProject.html.
21 “Getting in Close and Impersonal: Google Art Project,” The Economist Newspaper Ltd, February 3, 2011,
https://www.economist.com/prospero/2011/02/03/getting-in-close-and-impersonal.
22 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 “Circular 15a: Duration of Copyright,” 2011, 1.
23 “Gender Bias Reveals Consequences For Female Artists,” NPR.org, accessed October 26, 2020,
https://www.npr.org/2020/01/24/799163534/gender-bias-reveals-consequences-for-female-artists.
24 Michael Nuñez, “The Google Arts and Culture App Has a Race Problem,” Mashable (blog), January 16,
2018, https://mashable.com/2018/01/16/google-arts-culture-app-race-problem-racist/.
25 Chad M. Topaz et al., “Diversity of Artists in Major U.S. Museums,” PLoS ONE 14, no. 3 (March 20, 2019),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1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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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 dancers onstage.27 A 2016 Report from the League of American Orchestras found that just
2.5% of musicians in the U.S. identify as Latinx and only 1.8% nationally identify as African
American.28 Social media has offered a platform to anonymously compile and share the collected
experiences of musicians and performers who have experienced racism. Instagram accounts,
such as Orchestra Is Racist29 and Opera is Racist,30 collect, curate, and present the personal
narratives of the staff and performer of cultural organizations that have experienced racism in
their work at cultural organizations.
Instagram, a photo-sharing platform purchased by Facebook, Inc. in 201231, has been used by
artists, galleries, and auction houses to promote and sell artwork. But the platform has rapidly
developed an outsized influence on the market with little transparency into how much or how
little control Facebook, Inc. directly exercises with works posted on its platform.
Users may sort their feed either chronologically with images posted more recently being seen
first or using by using Instagram’s algorithm. The algorithm by which Instagram sorts content
in an individual users’ feed, like Facebook’s algorithm, is opaque. The introduction of the
algorithm, initially replacing the chronological feed, was met with backlash by Instagram
users.32 This sudden change might remind some of an experiment that Facebook conducted on
its platform. Over one week in 2012 Facebook manipulated the feeds of 700,000 users to test
how users would respond to different emotional content. Subjects of the experiment, drawn
from users of the platform were neither notified nor consented to being included in the study.33
Some of the unwitting subjects of the experiment even received a stream of sad content to
induce negative emotions.34
While museums seek to acquire and present works that are significant and meaningful, they are
subject to the price of artworks set by dealers and at auction; and the enthusiasm that
acquisition of these works will generate among their audiences and stakeholders. Instagram’s
ability to amplify prominent artists like Yayoi Kusama35 and Kara Walker36 is clear. Both ar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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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Instagram Will Show More Recent Posts Due to Algorithm Backlash,” TechCrunch (blog), accessed
October 13, 2020, https://social.techcrunch.com/2018/03/22/instagram-recent/.
33 “Facebook Admits Failings over Emotion Manipulation Study,” BBC News, October 3, 2014, sec.
Technology, https://www.bbc.com/news/technology-29475019.
34 “Facebook Emotion Experiment Sparks Criticism,” BBC News, June 30, 2014, sec. Technology,
https://www.bbc.com/news/technology-28051930.
35 Mia Feitel, “At 90, Yayoi Kusama Is More Popular Than Ever,” ELLE, November 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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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benefitted from the additional exposure – drawing sizable crowds to their already wellrecognized work and leveraging the FOMO (fear of missing out) phenomenon for those less
acquainted with the art world. For less-recognized artists, Instagram creates pressure to
develop work that is optimized for this platform. The inclusion of hashtags with Instagram posts
demonstrates a conscientious effort on the part of content creators to manipulate both the
search functions and sorting algorithms of Instagram.
It is easy to imagine how Instagram could use its algorithm to influence the art world whether
intentionally or intentionally. Even minor alterations to the algorithm could have a lasting social
impact. With artwork being subjective, experiential, and personal, detecting such changes would
be difficult if not impossible.
To examine how Instagram might wield this influence, we can consider its approach to content
moderation and censorship. The application of Instagram’s moderation is visible, and artists
have reported their work being removed from the platform. Three such examples have received
press attention: a photo that was taken and posted by artist Petra Collins of her covered, but
unshaven, bikini line37; poet Rupi Kaur’s photograph of a woman sleeping amongst periodstained clothing; and photographer Amalia Ulman’s topless portrait.38 A 2017 publication by
artists Arvida Byström and Molly Soda anthologize 270 similar images that were removed from
this platform. A trend emerges across images and suggests that censors may be more likely to
remove an image of a women’s body than a comparable image of a man’s body. As Grace Banks
explains in her review of the book for The Guardian: “bare-chested men remain largely
uncensored, while topless images of women are guaranteed to be deleted.”39 Soda posits that
this standard perpetuates a problematic social narrative, “It’s tied with shame, and with how
women’s bodies, or more female-presenting bodies, are sexualized.”
The struggles of the cultural sector to navigate an emerging technocracy also come at a time of
renewed attention to the influence that prominent cultural institutions exert on the world.
Activists challenge the cultural sector to critically examine the ethical responsibilities,
governance, and operations of cultural institutions through the lens of this influence.
In 2014, Gulf Ultra Luxury Front (G.U.L.F.), an offshoot of the activist group Gulf Labor Coalition,
unfurled a 39-foot banner in the iconic rotunda of the Guggenheim Museum in New York City40

Stephanie Eckardt, “Kara Walker’s Latest Political Art Is Once Again an Unlikely Instagram Sensation,”
W Magazine, September 25, 2017, https://www.wmagazine.com/story/kara-walker-art-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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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led a picket in front of the museum on the evening of its gala.41 The messaging of these
protests focused on concerns about migrant workers’ rights in Abu Dhabi where the
Guggenheim Foundation planned to construct its next museum. Following a meeting with the
Gulf Labor in 2016 about these concerns, the Guggenheim leadership withdrew from further
talks with the group, citing them as “unproductive” and asserting demands outside of the reach
of an arts institution. In an open letter, Armstrong expressed a continuing commitment to
workers’ welfare on the Guggenheim Abu Dhabi project.42
While the Guggenheim struggled to manage the potential externalities of its expansion, the rifts
of internal conflict surfaced. A Better Guggenheim interrogates the leadership of the
Guggenheim Foundation and, in an open letter to the Guggenheim Museum Board demanded
that the institution, among other things, “Work with staff to uproot violent, exclusionary
structures within the museum” and “Engage, listen to, and compensate any BIPOC consultants,
scholars, staff, and students who offer guidance to undertake anti-racist work.”43
On June 9, 2020, Armstrong released a letter to stakeholders of the Guggenheim.
We are dedicating ourselves to creating paths that lead to a more inclusive and diverse
museum and workplace…While we have made some progress, we know we have much
more learning and unlearning to do.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inclusive programming, deepening community engagement, and diversifying our
collection and exhibitions, staff, and board of trustees.44
In August 2020 The Guggenheim Museum and Foundation approved a detailed plan to address
complaints of entrenched racism within its walls. It is one of the first major cultural
organizations to provide details of an expanded diversity effort.
These predicaments are neither without precedent nor unique to the Guggenheim. In the 1960s,
the activist group Art Workers’ Coalition sought to pressure another New York City institution,
the Museum of Modern Art, into implemented significant reforms including “a section of the
museum under the direction of black artists,45” the removal of Nelson Rockefeller,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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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or of New York from the museums’ board46, and a public hearing on the museum’s
relationship to artists and to society.47
Like Rockefeller, cultural institution board members are sometimes subject scrutiny for the
sources of wealth, connections, and expertise that position them to serve on boards in the first
place. New Sanctuary Coalition48, Decolonize this Place49, and other activist groups have sought
either the removal of board members from their seats in prominent cultural organizations or for
board members to divest from corporate interests that activists see in conflict with the values of
the cultural sector.
A central function of the board is the ‘governance’ of the organizations. In their book on board
leadership, Dennis D. Pointer and James E. Orlikoff explain this obligation concisely: “Boards
bear ultimate authority and accountability for an organization’s affairs. They are responsible for
everything an organization is, does, and becomes.”50 A key responsibility of the board is also to
recruit and oversee that organization’s Chief Executive Officer (CEO). In many cultural
organizations, the title of CEO is interchangeable with director or executive director or, in the
case of the American Alliance of Museum Directors (AAMD), “director.”
2014 report from the AAMD and National Center for Arts Research (NCAR) found that “Across
all AAMD member museums, women hold less than 50% of directorships, and the average
female director’s salary lags behind that of the average male director.”51 A 2017 update to the
report found that “despite press attention and field-wide dialogue on the topic, the gender gap
persists,” but noted trends towards incremental gains in pay and employment representation. 52
While the sector examines the leadership pipeline for museum directors, it must also consider
the significant functions of boards in selecting directors.
The cultural sector faces negotiates commercial interests in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architecture, and artifacts beyond the walls of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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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see these issues in the excavation of an ancient shipwrecked vessel off the coast of
Indonesia’s Belitung Island containing about 60,000 9th-century objects from China’s Tang
Dynasty. After the discovery, the Indonesian government was unable to deter looting of the
vessel’s contents and hired Seabed Explorations, a German commercial salvage company, to
excavate the site.53
Archaeologists, including those of Archaeological Institute of America, however, assert that
because the site was commercially mined over months, rather than methodically excavated by
archeologists over a longer timeframe, a significant amount of information about the voyage and
crew that could be gleaned from the site was lost.54
The Smithsonian Institution’s Arthur M. Sackler Gallery sought to present these objects in an
exhibition titled Shipwrecked: Tang Treasures and Monsoon Wind but received blowback from
the archaeological community. In an interview with National Public Radio, Kimberly Faulk of the
Advisory Council on Underwater Archaeology asserts that the objects “were not excavated
properly” and that such an exhibition “sends a message that treasure hunting is OK.” In
December 2001, the Smithsonian convened an advisory group for a two-day conference, and,
following this convening, chose to cancel the exhibition55.
One of the most recognizable seals of approval is that of the UNESCO heritage site. Only
countries that have signed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pledging to protect their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can submit nomination proposals for properties on their territory to be
considered for inclusion on this list.56 Recognition on this list creates tensions: Inclusion on the
list increases the visibility of the site and makes the site more viable and desirable as a tourist
destination. The increase in tourists visiting a site offers greater opportunities to extract
economic value from that site. Tourist dollars can both bolster local communities and be reinvested into maintaining and sustaining site. However, a presence on the list can also have a
corrosive effect. Irresponsible tourism can cause wear to the site may be disproportionate to the
repairs that the funds from said tourism would permit. The increase of visitors and
gentrification can experientially transform a site in ways that alienate local communities. One
such example of this tension is Luang Prabang in Northern Laos struggles to balance both
economic sustainably and the externalities of tourism. Inscribed to the World Heritage list in
1995, Luang Parang boasts an architectural and artistic heritage that interweaves Lao
traditional urban architecture with that of the colonial era.57 But, following its inclusion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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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pr.org/2011/05/04/135956044/from-beneath-a-smithsonian-shipwreck-controversy.
54 “Smithsonian Sunken Treasure Show Poses Ethics Questions - The New York Times,” accessed October
13, 2020, https://www.nytimes.com/2011/04/25/arts/design/smithsonian-sunken-treasure-showposes-ethics-questions.html.
55 “Statement on ‘Shipwrecked’ Advisory Group Meetings, Dec. 8-9,” Smithsonian Institution, accessed
October 13, 2020, https://www.si.edu/newsdesk/releases/statement-shipwrecked-advisory-groupmeetings-dec-8-9.
56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 World Heritage List Nominations,”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accessed October 11, 2020, https://whc.unesco.org/en/nominations/.
57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Town of Luang Prabang,”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accessed
October 11, 2020, https://whc.unesco.org/en/list/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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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the town became, on one hand, locked into place. Restrictions were placed on the repairs of
local homes, favoring traditional materials, often more expensive and less effective than
contemporary materials. Many locals relocated to the suburbs to rent their urban residencies to
tourists – transforming the social composition of the townscape. Tak Baad, a morning almsgiving ritual, in which inhabitants provide food to monks, who reciprocate with blessings,
transformed into a zoo-like atmosphere where “tourists feed the monks like they would feed
animals.”58
It’s not difficult to imagine a similar commodification by the Google Arts & Culture platform.
China has seem tremendous populariz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rough numerous
initiatves spearhead not only by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but also by leading
technology companies and media platforms like Tencent and Bytedance.
Douyin, an short-video app owned by Beijing-based ByteDance Ltd., has featured 96 percent of
China’s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jects, or 1,318 items in over 48 million videos,
primarily user-generated content.59 Local Chinese governments turn to Douyin to promote their
reg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n April of 2019, Douyin launched a campaign to raise
the profile of this work on their platform.60
Chinese technology conglomerate Tencent, (valued at $665 B) convenes a conference, the
Tencent Neo-Culture Creativity Conference to examine the role of intersection of technology and
cultural heritage. The conference features such initiatives as the introduction of Shaoxing opera
“skin” into the Honor of Kings online game and a partnership with Shenzhen Opera & Dance
Theatre and Shenzhen Government to promote the creative performance of traditional Chinese
dance.61 Tencent Video launched food documentaries such as Breakfast in China and Flavorful
Origins62 to depict the of traditional Chinese food.
This scale of this work is staggering, but it also frame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in new lens.
In its press releases about this work, Tencent refers to these cultural elements on its platforms
as ‘China’s Intellectual Property.’ This framing nods to a model of state capitalism in whic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ecomes an asset. As such, it implores the protection and
safeguarding of this property for economic ends without explicitly acknowledging the beneficial
moral externalities resulting from this practice.
The profound success of this work can’t be ignored, and neither can its potential impact on the
cultural sector. It calls the cultural sector to consider the practices, traditions, and living

David Berliner, “Multiple Nostalgias: The Fabric of Heritage in Luang Prabang (Lao PDR),” The 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18, no. 4 (2012): 775, https://www.jstor.org/stable/23321449.
59 Zheng Haiou and Qing Yuan, “Chin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Goes Online, Gains New Vitality,”
People’s Daily Online, June 24, 2020, http://en.people.cn/n3/2020/0624/c90000-9703648.html.
60 “Across China: Intangible Heritage Back in Vogue on Short Video Platforms - Xinhua | English.News.Cn,”
accessed November 1, 2020, http://www.xinhuanet.com/english/2019-05/15/c_138060413.htm.
61 “UP2019: Explore New Possibilities for Cultural Heritage in the Neo-Culture Creativity Era,” accessed
November 1, 2020, https://www.tencent.com/en-us/articles/2200931.html.
62 Zheng Haiou and Qing Yuan, “Chin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Goes Online, Gains New Vi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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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ions that evade commercialization and determine how the sector’s specialized aptituted
might be applied to assure the safeguarding of this heritage.
In conclusion, commercial interests have proven to challenge the cultural sector. Navigating
these interests requires deftness and expertise that are not part-in-parcel with subject matter
expertise. The cultural sector is not positioned to insulate creative works from commercial
interests, nor will it benefit by embracing those interests uncritically. Instead, the sector must
be clear-eyed about this influence.
To engage in such partnerships, the cultural sector must have a lucid understanding of its values
and holistically consider the economics of the sector. Further, the cultural sector must recognize
potential to launder the reputation of a partnering organization. Cultural organizations must
resist this undue influence.
The cultural sector must draw on its convening power – the ability to bring diverse voices into
the same forum to discuss and debate these ideas and continue to understand this role. To that
end, the democratizing power of technology can expose inequalities in the sector. And it is the
obligation of cultural organizations actively participate in these conversations.
Finally, the cultural sector must continue to approach the commoditization and
commodification of cultural goods with skepticism. The stewardship of the cultural sector may
be enhanced by engagement with commercial interests, but it can’t be driven by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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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in the South-Western Alps:
Empowering communities through youth education
on nature and cultural practices
Alessio Re & Giulia Avanza
Santagata Foundation for the Economy of Culture

Abstract
The South-Western Alps, across Italy and France – broadly corresponding to the Occitan Valleys,
inhabited by the linguistic and cultural Occitan community – are an area of long-lasting and
significantly dense presence of divers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pressions, resulting from
the peculiar forms of relation and adaptation between the communities and the mountain
ecosystems. In addition to the Occitan culture, with its specific traits, those expressions are
present, for instance, in the traditional agricultural migratory routes (the Transhumance, part of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of the ICH since 2019); in food-related practices (see the “The
Food Atlas of the Monviso territory and of Occitan Valleys” and the archive generated by the
AlpFoodWay project, promoting the nomination of the Alpine Food tradition to the UNESCO ICH
List); and in other practices (for instance Alpinism, part of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of
the ICH since 2019).
Analogously to what happens in other peripheral and mountain localities, this area is currently
facing a number of challenges: difficult transport and information accessibility, shortage of
primary public services and commercial activities, aging population and depopulation, digital
divide, urge of finding adaptive measures to climate change. Significant challenges also directly
affect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ural historic buildings often lie in a state of
abandonment, several artisanal practices are disappearing, and the transmission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of the Occitan language is at risk. The recent events relating to COVID-19 have
well highlighted the threats, and some opportunities as well, connected to living in the area.
Many interesting experiences recorded during the last decade illustrate how communities are
able to build up resilience and contributing to shining new vitality on the territory. Among them,
the widely diffused common element is the link between local development and the different
expression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esent in the area. A virtuous case is represented by
the youth empowerment programmes promoted by the Monviso Park (managing organization
of the UNESCO 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 of Monviso) who, together with a number of
local NGOs, is implementing a strategy for raising public and youth awareness about the role of
cultural heritage in local development. Santagata Foundation has partnered with the Monviso
Park for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youth programmes, with a specific focus, since 2018,
on initiatives dedicated to population aged between 15 and 18, involved in the elaboration of
proposals and demands for culture-based responses to the current development challenges, to
be then addressed to the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managing the area. The educ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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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are being implemented in close relation with local players. Among them: new
entrepreneurial initiatives based on traditional food practices, like cheese-making and brewery;
tourism players valorizing the local heritage; and local cultural organizations. The programme
positively impacted on strengthening the collaboration among the various stakeholders
(institutional, private, and the civil society), and to unveil the potential of contributing to
resilience and to sustainable paths of development by investing in the future generations and in
their awareness of local cultural resources. Starting from this promising experiences, analogous
initiatives are currently under planning in other territories and communities in Italy.

Keyword(s):
ICH, resilience, youth, educ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South-Western Alps

ICH in the Western Alps: context and challenges
Italy is a relatively small but densely populated country, counting about 60 million citizens. In
2019, small municipalities (those with less than 5.000 inhabitants) accounted for 69.5% of the
total of municipalities, with an overall population of about 10 million people, representing only
the 16.5% of the overall Italian population. At the national level, we witness a growing
sensibility over the challenges faced by small municipalities: a shortage of basic public services
and commercial activities, an aging population and depopulation, urge to find adaptive
measures to climate change, deterioration of abandoned buildings, to name a few. Specific
urgencies are posed by small municipalities located in mountainous areas that are also suffering
from limited physical accessibility and lack of IT infrastructural support. Aware of their
impelling necessity, in 2014, the Italian Agency for territorial cohesion, the national
governmental body dedicated to the promotion of economic development of the country, has
inaugurated the National Strategy for Inner Areas63, preparing specific plans and allocating
resources to contrast the demographic decline that has characterized the most peripheral areas
of the country. Such areas are defined as those territories characterized by a significant distance
from the main centres offering essential services; with high availability of important
environmental and cultural resources, and that are subject to dynamics of depopulation.
Piedmont, where lies the largest portion of the Italian South-Western Alps, is the region with the
highest number of small municipalities, counting 1,181, the 88.5% of the total of the region. Its
inner, peripheral areas are inhabited by 510,000 people, living in around 450 municipalities, all
of them located in the mountainous alpine area at the border with France. Studies conducted by
Baetzing64 first and Bartaletti65 more recently identified this portion of the Alps as one of the
more affected by depopulation trends over the twentieth century. In particular, in the alpine
Agency for Territorial Cohesion, National Strategy for Inner Areas (2013). The Inner areas represent
approximately 53% of the Italian municipalities, host 23% of the Italian population, equal to over 13.54
million inhabitants, and occupy a portion of the territory that exceeds 60% of the national surface.
64 BÄTZING W., Le Alpi. Una regione unica al centro dell’Europa, Bollati Boringhieri, Torino 2005
63

65

BARTALETTI F., Le Alpi. Geografia e cultura di una regione nel cuore dell’Europa, FrancoAngeli,

Milano 2011 4 Report of the National Strategy for Inner Areas, Region of Piedmon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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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nicipalities of the province of Cuneo, the outflow of population from 1901 to 2010 has been
of -21%, with a peak of -40% recorded in the past 40 years in the ultra-peripheral
municipalities of the province (the less accessible and farther from basic services like health,
education, public transport).4
Since 2014, the area of the South-Western Alps around the Monviso peak – the highest
mountain in the Cottian Alps, famous for its pyramid-like shape and identitarian symbol of the
area – has become core zone of a 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 part of the UNESCO Man
and Biosphere Network, extending over 400,000 hectares and gathering 108 municipalities: 87
in Italy and 21 France. The establishment of the Biosphere Reserve has been the stimulus for
systematizing, thanks to a long-lasting process participated by the local communities, all the
efforts for the conservation of local biodiversity and for defining pla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pecially leveraging on the safeguard of the local cultural heritage and on the
promotion of culture and nature resources-based sustainable tourism initiatives. Joint actions
are also attempting to find mitigation and adaptive measures to the adverse effects of climate
change by reducing the environmental impact of human activities, as the continuous increase of
temperature is putting at risk the very existence of the peak Monviso, subject to major
landslides66, and transforming the ecosystem and the livelihood connected to it.
More recently, the events relating to the COVID-19 emergency have well highlighted the threats
connected to living in this inner, mountainous area and unveiled some possible opportunities as
well. Whilst a favorable balance between communities and the environment has secured a
better quality of life during the harsh weeks of lockdown (March - April 2020), the restrictions
posed by the situation have stressed the already existing difficulties: the digital infrastructure
was insufficient to allow distance-education, the high dependency on the larger centres in the
low valley for services and shopping exposed the state of desertification of the mountain
economy, the absence of tourism inflows determined a sensible decrease in local income.
Nevertheless, many interesting experiences recorded during the last decade illustrate how
communities are able to build up resilience and contributing to shining new vitality on the
territory. Among them, the widely diffused common element is the link between local
development and the different expressions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esent in the area.

The Occitan Valleys: transmission of ICH to the new generations
Along the border between Italy and France, the South-Western Alps broadly correspond to the
so-called Occitan Valleys, inhabited by the linguistic and cultural Occitan community. It is a
territory of long-lasting and significantly dense presence of divers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pressions, including music, dance, crafts, social practices, resulting from the peculiar forms of
relation and progressive adaptation, along centuries, between the inhabitants and the mountain

Regional Agency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of Piedmont; “Landslide of the Northeast side of
Monviso” 3rd of July 2020. Press release available at: http://www.arpa.piemonte.it/news/crollo-dallaparete-nordest-del-monviso-rilievo-digiugno.
Last check: 02/1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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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systems. On the one hand, part of thi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lements is not subject to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anymore, and several artisanal practices are slowly
disappearing: this is the case, for instance, for the knowledge and skills connected to wool and
hemp spinning and weaving and for the production of traditional costumes. Having fallen into
disuse since the second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the precious objects and processes
relating to this heritage form today part of the historical collective memory and are exposed at
community museums, as it is the case, in the Varaita Valley, for the Museum of Costume and
Textile Craftmanship of the village of Chianale. On the other hand, expression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ve found recognition and protection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gisters:
the traditional agricultural migratory routes of the Transhumance, a practice largely present
and rooted in this area, have become part of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ince 201967, and so has the practice of Alpinism68, which finds in the Monviso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and iconic peaks of the entire alpine chain. Food-related
traditions have been also well documented, and the related information is accessible through
inventories like “The Food Atlas of the Monviso territory and of Occitan Valleys”69 (developed by
the University of Gastronomic Sciences within the Interreg project MOVE 9 – Monviso and
Occitan Valleys of Europe), as well as through the digital archive generated by AlpFoodWay, a
transboundary project conducted within the Interreg programme Alpine Space, aimed to
promote the nomination of the Alpine Food tradition to the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st.70
Over the past century, the Occitan culture, with its specific traits, has faced several challenges,
especially linked to depopulation and to the negative impacts of the increasing globalization.
Although the Occitan language has entered the list of endangered languages and is today spoken
by only about 20,000 people in the Italian valleys71, several locally promoted initiatives are
succeeding in securing the liveliness of the peculiar Occitan cultural expressions. An interesting
experience is constituted by the Occit’amo Festival12, an event that since 2016 has created
momentum around the long-lasting musical traditions of Occitania, the motherland of the
Troubadour school of the late middle ages. The Festival, an event diffused in all the area, has
become a beloved annual rendezvous for the locals as well as for visitors, acting as a meeting
point for already established artists and new emerging talents. It also play a very relevant
symbolic role to reaffirm, through culture and music in particular, the identity and history of
this communities, transmitting sense of belonging to the new generations. Another virtuous
initiative, especially conceived for the children and youth attending schools in the valleys, is the

Transhumance page on the UNESCO Intangible Heritage list:
https://ich.unesco.org/en/RL/transhumance-the-seasonal-droving-of-livestock-along-migratoryroutes-in-themediterranean-and-in-the-alps-01470
Last check: 02/10/2020
68 Alpinism page on the UNESCO Intangible Heritage list: https://ich.unesco.org/en/RL/alpinism-01471
Last check: 02/10/2020
69 Atlante dei sapori delle terre del Monviso e valli occitane / a cura di Paolo Olivero. Savigliano: Artistica,
2017 9 See the project webpage https://www.visitmove.it
70 See the inventory on the project webpage https://www.alpfoodway.eu/
71 REGIS, R. Su pianificazione, standardizzazione, polinomia: due esempi. 2012.
12 See the Occit’amo Festival webpage https://www.occitamo.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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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me “Fai a ment - Occitan culture for school,” developed by the association Espaci
Occitan72. Aimed at raising awareness on the Occitan linguistic and cultural heritage, it
encompasses a series of workshop activities, differentiated based on the age group of students,
diffusing knowledge on the local literature, music, folk stories, traditional professions, and
architectural styles.

Empowering communities through education on natural environment and
culture practices
In this context, aware of the fact that the current challenges cannot be faced without investing in
preparing the new generations, a group of different actors, both from the public, private and
civil society sectors, started to reflect on how to put in place a long-lasting strategy and process
for improving the overall awareness about the territorial resources, and about the importance
of their safeguard and correct use.
In 2018, the Monviso Park (managing authority of the UNESCO 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 of Monviso), in collaboration with the Santagata Foundation73 and other public bodies
and local NGOs, took action to draft and implement an innovative programme of non-formal
education directed to local youth aged between 15 and 18 years old, the MaB UNESCO Monviso
Youth Camp74, with the goals of enhancing the territorial resilience capacity towards the
ongoing changes, of accelerating communities development ambitions, and of embedding these
two goals within the transmission of cultural practice, through youth involvement.
Following UNESCO’s addresses and policy guidelines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75, the Monviso Youth Camp works with the goal of creating capacities and
empowering young people to act for the change needed for creating a sustainable future. During
the week of residential camping in the inspiring setting of the Monviso Reserve, young people
are engaged in interactive learning activities aimed at understanding the values associated with
local cultural, natural, and communitarian resources and at deepening the understanding and
implications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f the UN 2030 Agenda “Transforming our
world.”
See the association dedicated webpage: http://www.espaci-occitan.org/news/news/fai-a-mentcultura-occitana-per-lescuole/
73 The Santagata Foundation for the Economics of Culture is a no-profit research foundation based in
Turin, Italy, working on investigating and transferring knowledge on the relation between cultural
resources and socio-economic development (https://www.fondazionesantagata.it/en).
74 The Monviso Youth Camp is an initiative born from the collaboration between Monviso Park,
Fondazione Santagata for the Economics of Culture (Turin, Italy), Consorzio Monviso Solidale and
ApprossimAZIONI (Saluzzo, Italy), in collaboration with Fondazione Amleto Bertoni and Saluzzo
Municipality, Association Culturelle Sociale et Sportive du Queyras and MJC du Briançonnais (France).
The project was sponsored by the Fondazione Cassa di Risparmio di Cuneo and supported by the
Itali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and profited from the technical partnership of several
municipalities and local businesses.
75 See the dedicated webpage at: https://en.unesco.org/themes/education-sustainable-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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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attention is posed towards the loc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veiling its potential
of contributing to resilience, of enabling sustainable paths of development, of fostering
responsible tourism, as well highlighted also by the UNWTO76 (2012), and of involving the
young participants in the elaboration of proposals and demands for culture-based responses to
the current threats and the consequent development challenges. All the educational activities
are implemented in close relation with local players to favour intergenerational exchange and
knowledge transmission. Among the actors involved, there are entrepreneurial initiatives based
on traditional food practices (bakers, cheese-makers, and brewers); traditional agroecological
activities (beekeepers, wild herbs and infusions makers), craftsman preserving traditional
techniques (construction workers specialized in bioconstruction and construction with
traditional local materials, like wood) and local cultural organizations promoting other
expression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r instance, Alpinism, and the relating touristic
activities.
In a logic of bottom-up activation, inspired by the contents of the educational programme and
by the meetings held during the Camp days, the young people involved, averagely 25 per edition,
coming from both Italy and France, formulate common proposals in a participative manner to
encourage the rise of new ideas, the sharing of good practices, and to address them to the
decision-makers and the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managing the area, with the goal of
enabling them of better complying with the future generation demand and expectations.
The first two editions of the Camp, held in 2018 and 2019 respectively in the Maira Valley and in
the Po Valley, positively impacted on strengthening the collaboration among the various
stakeholders and territorial communities belonging to the UNESCO 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 both in Italy and in France, and were able to generate continuous flows of information
exchange and to revive the capacity for set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itiatives.
In addition, working with youth revealed all its potential to generate sharings, to facilitate crossgenerational and sectorial dialogue, to push for the adoption of new languages and tools
(including the digital ones) and the capacity to adopt alternative narratives of community
values, effective in reaching and mobilize the interest of many more actors.
The 2020 edition (October 2020) was planned in a blended format due to the restrictions posed
by the COVID-19 emergency: the educational activities were complemented –upon an initiative
by the former participants- by the constitution of a Youth Board, composed by the past
attendees and potential future participants to the Camp, aimed at maintaining the high level of
participation of the youths along all the year and not just during the training activities, thus
increasing its function of stimulus towards the other actors and stakeholders, and its overall
potential impact.

76

World Tourism Organization (2012), Tourism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WTO, Mad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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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developments: replicability, adaptation and open questions.
The MaB UNESCO Monviso Youth Camp experience was positively acclaimed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Among other recognitions, it was presented as a good practice at the First
Meeting of the Italian Biosphere Reserve, organized by th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and the
UNESCO National Commission (November 2018), it was selected as a representative of Italy for
the Michel Batisse international prize for Biosphere Reserves, and it was a candidate and
presented as good practice representative of Italy at EUROMAB 2019 (Dublin, April 2019).
Thanks to the visibility offered by those occasions, the concept of joining the action and finding
innovative solutions through investing in the transmission of values and knowledge to the
future generations have generated the attention of many other actors and communities,
especially those ones benefiting from a UNESCO designation, in Italy as well as in other
countries.
Other networks of actors and institutions have shown interest in this approach and in planning
and organizing analogous programmes for youth empowerment for sustainability, shining value
on the peculiar cultural heritage resources of their territories and leveraging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r coping with the most pressing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challenges. Editions of the Youth Camp are currently under planning in other territories and
with other communities in Italy. In the Lanzo Valleys of Piedmont77, an area proxy to the city of
Turin and characterized by the transhumance and associated rituals; in the Sacred Mountain of
Crea World Heritage site78, characterized by the spiritual values associated to pilgrimage
traditions; and, in the Eastern Alps, in the Marine Biosphere Reserve of Miramare (Trieste)79,
part of the UNESCO Man and Biosphere Network and partially characterized by the “art of dry
stone walling, knowledge, and techniques,” registered from 2018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The future establishment of these youth groups advocating for the culture-le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ir territories, joining voices and forces for the fulfillment of actions of active
citizenships, may together contribute to approaching and providing a concrete response, at the
local community level, to the major global issues connected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deed, the programme would benefit also from the interaction with youth groups at the
international level.
Besides its replicability, the participative format of the Camp showed the capacity to favour
inclusive learning and facilitate access to innovative knowledge in remote areas. In addition,
thanks to the potential of its adaptation, the Youth Camp poses the bases for the creation of
resilient forms of education, which is key to answer the questions of current times and assumes

Through the project “Youth Power”, developed in collaboration with Ageenda WiFi, Caracol, and with
the support of Time2 Foundation.
78 Through the project “The Sacred Mount of Crea, between nature, culture and production”, promoted by
the Associazione per il restauro delle cappelle del Sacro Monte di Crea and financed by Compagnia di San
Paolo Foundation within the programme Luoghi della Cultura.
79 Organized by WWF Italy, Marine Protected Area of Miramare and Natural Park of the Giulie Prealps.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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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culiar significance during the pandemic, attracting attention and consideration from schools,
formal education systems, and local authorities in general.

References:
Atlante dei sapori delle terre del Monviso e valli occitane. A cura di Paolo Olivero. Savigliano:
Artistica, 2017
BARTALETTI F., Le Alpi. Geografia e cultura di una regione nel cuore dell’Europa,
FrancoAngeli, Milano 2011
BÄ TZING W., Le Alpi. Una regione unica al centro dell’Europa, Bollati Boringhieri, Torino 2005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ational Strategy for Inner Areas https://www.agenziacoesione.gov.it/the-territorialcohesionagency-english-corner/
REGIS, R. Su pianificazione, standardizzazione, polinomia: due esempi. 2012.
United Nations,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ransforming Our World”
https://sdgs.un.org
UNESCO’s
programme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en.unesco.org/themes/education-sustainable-development UNWTO, Tourism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adrid, 2012.

Annexes. Conference Report _ 117

Annexes
Conference Report

Annexes. Conference Report _ 119

17 November 2020
Original: English

2020 ICH NGO CONFERENCE

Co-organized by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ICHCAP)

ICH NGO Forum

Report of the Rapporteur

12 and 13 November 2020
Online

120 _ 2020 ICH NGO Conference

I.

INTRODUCTION
Since 2014, ICHCAP has been organizing the Asia-Pacific ICH NGO Conference
biennially. The conference gives premium focus on the works of NGOs in the field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in the Asia-Pacific region. Co-organized by ICHCAP
and the ICH NGO Forum this year, the conference aimed to better understand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IC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o empower ICH NGOs
through sharing useful experience and information on their activities, and to
strengthen NGO networks in the region. Many ICH NGOs conduct activities related to
sustainable development based on their experience and specialties. These activities
target to achieve, in particular, quality education (SDG 4). This year, the conference
mainly focused on how NGOs might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integration of living
heritage into pedagogic platforms with commanding attention on the
preponderance of the COVID-19 pandemic across the Member States in the AsiaPacific and across continents.

II.

DAY I (12 NOVEMBER 2020)
The first day of the conference focused on various analyses of the adopted and
alternative roles that NGOs in the ICH field have now assume as they mitigate the
pressing effects of the pandemic on their site of work, as well as the modalities and
tools that enable them to carry out their functions.
Ms. Jinyoung Seo of ICHCAP opened the program and welcomed the presenters and
viewers.
A special lecture was then presented by Dr. Roberto Martinez Yllescas of OECD in
Mexico, chiefly arguing for resilience as a possible framework of development.
The moderator of the first session, ICHCAP Director-General KEUM Gi Hyung,
introduced the speakers of the session, starting with Ms. Carolina Bermúdez of
Fundación Etnollano. Carolina Bermúdez talked about how their experience with the
Piaroa indigenous people helped them better comprehend the role of their
organization as an NGO to support indigenous people in developing a sense of
agency within them, as well as the capacity to hold their land not only as a material
component of their belonging but also as a cultural property.
Mr. Kai-Kwong Choi of Life Encouraging Fund then introduced the Yuen Long
Community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evelopment Project, which pursues the
revitalization of living heritage in Yuen Long District with the following activities:
Wai Tau Dialect Interactive Classroom, Cantonese Opera Demonstration
Performance, guided tour to see rituals, on-site instruction of herbal tea-making, and
paper crafting technique worksh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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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ird speaker was Mr. Allington Ndlovu of the Amagugu International Heritage
Centre. Allington Ndlovu’s presentation was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indigenous knowledge system has immense potential in dealing with the crisis, as in
the current pandemic against which indigenous knowledge system may have not
only herbal remedy but also ways people cope up with high-level anxiety as
individuals and community.
After that, Mr. Dibya Jyoti Borah of ARHI presented one of the initiatives of ARHI in
North East India, the revitalization of the natural dyeing tradition of the Karbi tribe.
When India imposed lockdown and social distancing measures, ARHI heavily
depended on internet-based technology to continue their work, which is an
important point to see as we collectively reflect on how the future would look like
for living heritage. Dibya Borah reiterated the importance of NGOs’ capacity to
create and disseminate online and mobile contents.
And then, a discussion was held, which was generally a reinforcement of the
importance for NGOs in the ICH field to gauge their capacity and revisit their work
site as well as the nature of their activities in order to fully examine their readiness
in mobilizing initiatives in a context that is deeply conditioned by strict social
distancing measures that the pandemic has generated across regions.
Director-General KEUM wrapped up the event.
The conference had a one-hour-and-thirty-minute break.
The moderator of the second session, Ms. Reme Sakr of Syria Trust for Development,
introduced the speakers of the session, starting with Mr. Julio Nácher of Algemesi in
Spain. The presentation was made by Mr. Miguel Olivares. Following the cancellation
of virtually every activity of their organization, he spoke about the reaction of their
organization’s member local governments and cultural institutions, which involve
31 states, 29 cities, and 34 associations.
Mr. Jeff M. Poulin of Creative Generation then summarized demonstrative anecdotes
from programs and provided recommendations using the pedagogical lens for ICH
practitioners to learn coping strategies in continuing their engagements and
initiatives in the new normal.
The third presentation was prepared by Mr. Ghiasuddin Pir and Ms. Meeza Ubaid of
THAAP, which addressed the inherent contradictions between mainstream
education and its implementation. Their presentation emphasized the lack of
advocacy for and structural involvement of ICH-related subjects in the formal
academic curriculum.
The last speaker of the day was Dr. Hanhee Hahm of the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Studies at Jeonbuk National University. Dr. Hahm discussed the case of
Korea, though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developing the Member States, which

122 _ 2020 ICH NGO Conference

remains comparable and familiar with how other countries, particularly in terms of
the disparity between how Korea-based NGOs and ICH communities conduct their
initiatives and activities using alternative and web-based platforms. Her
presentation reiterates the need to assess the capacity of NGOs and communities in
coping with the pandemic not only to.
To culminate the second session of the first day, a discussion was held, which
brought a level of diversity to the discussion on how the impact of the pandemic is
differently felt in different places. It also gave a more nuanced picture as to how
NGOs cope up with the impacts of the pandemic, the vulnerability of their future, but
importantly the persistence they are developing in order to maintain the
contribution of NGOs to ICH safeguarding through educational programs.
Ms. Reme Sakr wrapped up the event.
The first day of the conference ended.

III.

DAY II (13 NOVEMBER 2020)
The second day of the conference focused on various viewpoints of the utilization of
ICH for resilience: with the economy, with influence, and with education.
Synthetically, the penetrating concept was new ways of thinking and solutions in
new normal should be made in the field of ICH, too.
Ms. Jinyoung Seo of ICHCAP opened the program and welcomed the presenters and
viewers.
A special lecture was then presented by Mr. Matti Hakamäki of the Finnish Folk
Music Institute, chiefly arguing for imbalanced geographical representations of
accredited NGOs under the 2003 Convention. To deal with this, h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networking among NGOs.
The moderator of the third session, Ms. Ananya Bhattacharya of Banglanatak dot
com/Contact Base, introduced the speakers of the session starting with Dr. Joseph
Lo of World Crafts Council International. Joseph Lo talked about reversed positive
opportunities in the cultural sector under the pandemic situation with cases of
Bamiyan in Afghanistan and Balinese ceramic production under strengthening
networks of a cultural system within communities.
Mr. Nicholas Pozek of Columbia University focused on corporate engagement in the
cultural sector of its influence. He touched upon diverse heritage utilizations, and
questions arose in the line between sustainability and exploitations. Nicholas Pozek
closed his presentation by reiterating the responsibilities both for NGOs and
commercial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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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st speaker at the conference was Mr. Alessio Re of Santagata Foundation for
the Economy of Culture. Alessio Re’s presentation introduced how communities are
empowered through youth education programs on nature and cultural practices in
Occitan valley. The noticeable impacts were recognition of the capacity to adopt
alternative narratives of community and facilitation of cross-generational, crosssectoral dialogues.
A discussion was followed on challenges and vulnerability of ICH itself and NGOs in
general. Regarding the scope of NGOs’ movement internally and externally,
presenters commonly agreed on the need for creativity and innovation but also the
cooperation among all stakeholders under shared goals.
Director Bhattacharya wrapped up the event.
The conference had a fifteen-minute break.
Dr. Janet Blake of Persian Garden Institute for Living Heritage was at the presence of
the moderator of the plenary discussion with all participants during the two-day
conference. To deeper and enlarge the discussion over the presentations, two major
questions were discussed: a) what is the specific role of NGOs in improving the
resilience of communities? b) As the liaison between communities and government,
how far NGOs can leverage the position they have to influence?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that ICH is based on social relationship, they talked
about its double-sided factor on fragility but strength. On the same line, presenters
agreed on the idea that NGOs can provide the communities an example of how to
retrieve, keep and transmit the ICH knowledge but also make engagements with
training, documentation and diverse education programs.
The remaining subjects were mostly concentrated on the NGOs’ elbowroom in the
context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but the government's close partner.
Most participants uttered that showing the results visually as good practices are
important to raise awareness to lead multi-level stakeholders’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including governments and the youth.
To culminate the entire conference, the importance of paradigm-changing under the
keywords of coexistence, solidarity, and integration was reiterated in the face of
crisis: this will be the first step for resilience.
Ms. Jinyoung Seo made a final comment for wrapping up the event.
The conference 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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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Lecture
Special Lecture 1. Resilience System Analysi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GOs and
the post COVID-19 challenge
Mr. Roberto Martínez Yllescas, Head of Centre, OECD Centre for Latin America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PAC)
Mr. Martínez Yllescas supports the OECD to increase its relevance and
impact in Mexico and Latin America, as he leads the activities of the OECD
Mexico Centre. Roberto was previously Chief of Staff to Commissioner
Labardini as one of the founders of Mexico´s Federal Telecommunications
Institute. Prior to that he was a Senior Advisor in the Secretariat of
Communications and Transport in Mexico. He has over fifteen years of
experience working in governmental, multilateral organizations and
private sector companies as Government Affairs manager in Mexico at
Intel Corp, as well as Central-Southern Regional Chief for the National
Telecommunications, Electronics and IT Industry Association of Mexico.
He has also been a senior consultant to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SAID and Mexico´s Centre for Intellectual Capital and
Competitiveness.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is an
intergovernmental economic organisation with 37-member countries, founded in 1961 to
stimulate economic progress and world trade. It is a forum of countries describing
themselves as committed to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providing a platform to
compare policy experiences, seek answers to common problems, identify good practices and
coordinat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cies of its members. The OECD is an official United
Nations observer.
Special Lecture 2. Geographical imbalance: the challenge of getting a more balanced
representation of accredite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under the 2003
Convention
Mr. Matti Hakamäki, Director, Finnish Folk Music Institute
Matti Hakamäki is a music educator and a folk musician from Kaustinen,
Finland. He is a director of Finnish Folk Music Institute, accredited by
UNESCO 2003 Convention since 2018. Finnish Folk Music Institute aims to
promote and advance living heritage of Finnish folk music and dance by
documenting, publishing and educating in both informal and formal levels.
Finnish Folk Music Institute maintains also the Finnish Traditional
Instrument Museum and an extensive archive of contemporary folk music
and dance.
Hakamäki has been working closely on different –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 levels of UNESCO’s 2003 Convention and is also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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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person of Nordic and Baltic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etwork.
Hakamäki is a director of Tallari folk music orchestra and working as a
board member in several Finnish organizations related to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Finnish Folk Music Institute Is a Centre for the Research and Presentation of Finnish
Folk Music and Dance. Its premises are in the Folk Art Centre at Kaustinen, Central
Ostrobothnia. The extensive archive and reference library are accessible for any user. The
material consists of audio and video recordings, photos, literature and a newspaper clipping
collection of over 100 000 pieces.
The Folk Music Institute is also a significant publisher: the album collection features archive
collections as well as contemporary folk music, and the range of books consists of sheet music
and scientific publication from the field of folk music and tradition.
Finnish Folk Music Institute supports Finnish folk music and folk dance communities in
safeguarding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y: documenting living folk music and dance
traditions; publishing recordings, books and notes on Finnish folk music, educating children
in folk music and ICH; educating academic folk music students, advancing research of folk
music and dance; participating in organizing the biggest folk music and dance festival in
Finland; networking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with other folk music and heritage
organizations; and promoting the interests of folk music and ICH in national cultural poli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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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In the Vortex: COVID-19 Era, Roles of NGOs to Safeguard ICH

Moderator
Mr. KEUM Gi Hyung, Director-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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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ICHCAP) was established as a
UNESCO category 2 center in 2011. Working within the framework of the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e operate information and
networking programs to support UNESCO’s strategic plans among the forty-eight Member
States of the Asia-Pacific region, with the ultimate goal of promoting the 2030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roug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esentation 1. Uncovering the veil of immaterial cultural heritage towards and
autonomous management of well-being as well as cultural and territorial preservation
Ms. Carolina Berm de , Partnerships and Institutional Management Coordinator, Fundaci n
Etnollano
Carolina Berm dez is an Anthropologist and Philosopher who has
worked with indigenous groups in Colombia and Australia over the last 10
years. She has extensive fieldwork experience, mostly in the Amazon and
she has coordinated several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projects
focused on education, cultural strengthening and development of
economic alternatives for indigenous groups, with a strong focus on local
empowerment.
Besides working with Etnollano, Carolina is the representative for Latin
America of Community Works, an Australian company focused on
community development. She has worked as a consultant for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LO), where she explored the barr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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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genous people face in accessing the labour market in Colombia. After
finishing a Master of Social Policy in Australia she did her internship with
Yuku Baja Muliku, an indigenous organization focused on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volunteered with MLDRIN (Murray Lower Darling
Rivers Indigenous Nations) suppor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Aboriginal Waterways Assessment (AWA) tool with Indigenous Nations to
contribute to indigenous water rights and advocacy processes. Carolina
also worked with the Geography Department of the University of
Melbourne, tutoring undergraduate students around Environmental
Politics and Management, with a strong focus on indigenous land
management, climate change and biodiversity.
The Etnollano Foundation was established in 1984 at the initiative of a group of health and
social science professionals that sought for the results of their research to have a practical
application an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indigenous, rural
communities in the marginal urban areas of the Eastern Plains and the Amazon in Colombia.
Today, Etnollano accompanies the indigenous communities of these regions in their
organizational and governance processes in matters of health and gender, intercultural
education and community economies, through well-being built from their own, but
promoting an accurate articulation with local and national institutions to have better access
to basic services and to exercise their rights in a sustainable way.
Presentation 2. Holistic Development Model of Community-Bas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Yuen Long District in Hong Kong of China
Mr. Kai-kwong Choi, Project Collaborator, Life Encouraging Fund
Kai-kwong CHOI（蔡啟光）is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educator and promoter in Hong Kong who has been working in the field
for 12 years. He works as an ICH project manager and collaborates wit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implement ICH education projects for
schools and ICH promotion for the public. In 2016-2017, he was
appointed by the ICH office of the Hong Kong Government to record five
large-scale traditional festivals for the official ICH database. His research
interests are in: ICH systems, ICH education and promotion, bamboo
theatre cultural space, and Cantonese opera education in school
curriculum. He has written a few books, and presented several papers on
these topics in Hong Kong, Mainland China and Taiwan.
Life Encouraging Fund is a Hong Kong non-governmental charitable organization
established in 2014. It is initiated and participated by a group of dedicated people. It is
particularly committed to promo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Hong Kong society,
cherishing life, helping the disadvantaged, and cherishing local culture and other educational
charity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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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3. Indigenous Knowledge System as a vector in combating COVID-19
Mr. Allington Ndlovu, Programs Officer, Amagugu International Heritage Centre
Allington Ndlovu, taught at Minda Primary School before going to
University, was employed by Amagugu International Heritage Center as
intern upon which duties executed were of being junior guide and
Ndebele cultural heritage consultant and quiz master.
Later served at Amagugu as the Programs Officer, programming,
designing and facilitating numerous projects in rural Matabeleland South
of Zimbabwe, projects about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dvocacy, and creative arts. Was once contracted by Habbakuk Trust, QPartnership and Good Governance Africa as an enumerator in urban
Bulawayo.
Amagugu International Heritage Centre (AIHC) was established in 2010 out of the vision
of Pathisa Nyathi, the founding director and owner. AIHC’s developmental thrust and
resourcing ideology is informed by self-help and self-sufficiency which engenders a spirit of
independence and pride.
AIHC aims to serve as the centre of excellence in the documentation,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digenous cultural heritage. Its mission lies in providing a venue and organizes
a variety of cultural, educational and recreational programmes for the public to learn and
appreciate different facets of indigenous heritage, history and cultural context.
Presentation 4. Enlivening Dyeing Tradition and ICH: The initiative of ARHI in North
East of India
Mr. Dibya Jyoti Borah, President, ARHI
Dibya Jyoti Borah is president of Folk Culture Research Centre of North
East India (a Unit of ARHI) a not for profit organization dedicated to
archiving, documentation and preserva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of
North East India. He is consistently working in the field of preservation
and documentation of indigenous heritage of North East India for last 10
years. He has worked for a number of journals, books and magazines
published from this region, including, The Manipur Journal and The North
East Voice. Currently he is a column writer and special correspondent for
The North East Today magazine. A graduate in Arts from Ramjas college,
University of Delhi, he holds a master’s degree in mass communication
from Madurai Kamraj University.
He has received UNESCO Sahapedia fellowship in 2017 for documentation
of Tiwa tribe folk songs. In 2019 he had received Junior Research
fellowship from Ministry of Culture Government of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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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HI is th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located in Nagaon, Assam, India, working for
Redefining Folk Culture of North East India through the medium of Research, Reflection and
Documentation. In an historic effort to preserve and promote tribal folk culture, publish tribal
folk literature in a systematic manner and make people aware about small tribal groups, their
culture, lifestyle and ensuing problems of these groups, North East Folk Culture Research
Centre came into existence with a host of programmes. The research centre is a principal
wing of ARHI – a social organization working in the field of education, child development and
research-oriented programmes on tribal culture all across North East India. Their range of
current and future work plan include preservation through Visual Media - Audio - Video,
documentary film on distinct tribal cultures, publications of tribal folk culture, organizing
workshops and fellowship program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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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2: Homo Ludens vs. Home Ludens: changed features COVID-19
brought

Moderator
Ms. Reme Sakr, Managing Director, Syria Trust for Development
Reme Sakr is the Managing Director of the Living Heritage programme at
the Syria Trust for Development. Reme’s work has included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across projects involving the restoration of the
World Heritage Site of Old Aleppo, and the safeguarding of Syria’s ICH at
the community and national levels in a post-conflict situation.

Syria Trust for Development is Syrian NGO accredited by UNESCO to provide advisory
services to the Committee since 2012. The Trust is established to unleash the energy and
potential of individuals and communities throughout Syria.
The Trust strives for long-lasting positive change in five priority areas. It fosters self-reliant
economic enterprise, delivers learning and life skills, safeguards a vibrant Syrian cultural
identity, builds strong and engaged communities, and extends life-changing humanitarian
solutions.
The Trust also recognizes that positive change can have a multiplier effect; it capitalizes on its
social perspective by influencing policy-making and legislation to ensure that the benefits
passed to its immediate beneficiaries, are similarly extended to all.

Presentation 1. The popular reaction to COVID-19 from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mong member cities of the ICCN
Mr. Julio Ramón Nácher, General Secretary, Intercity Intangible Cultural Network (ICCN)
Julio Ramón Nácher, General Secretary of Intercity Intangible Cultural
Network (ICCN), is working as the manager of the Museu Valencià de la
Festa. With his team, he was in charge of the preparation of the
documentation of the Festivity of the Mare de Déu de la Salut, so as to be
declare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by UNESCO. As a museum
expert, over 10 years working for the Archaeology Department of the City
Hall of Valencia, he is specialized in the recuperation, restoration and
diffusion of the heritage. He has spread the intangible heritage of
Algemesí, thus presenting a great part of the different collections of this
centre in diverse places of the Comunitat Valenciana, Catalonia, Madrid,
Euskadi and the Canary Islands and in some foreig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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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city Intangible Cultural Network (ICCN) is the only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cultural organizations that aim to safeguard the world’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ICCN has been working to explore creative and effective policies for the
safeguarding of loc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ts inseparable relation to sustainable
local development. Furthermore, It aims to make cultural peace based on mutual
understanding formed through intercultural dialogue.
The ICCN is established as a platform for the world-wide collaboration of mayors and local
authorities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a vital compon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initiative for the creation of the ICCN was started at the first
International Round Table of Mayors, in Gangneung City, Republic of Korea in 2004. As the
following action, the participants of the 2008 Round Table of Mayors unanimously agreed to
the official founding of the ICCN in Egypt.
Presentation 2. Innovation for Arts and Cultural Education Amid a Pandemic
Mr. Jeffrey M. Poulin, Managing Director, Creative Generation
Jeff M. Poulin is an American scholar, non-profit administrator, and social
entrepreneur whose work is grounded in social justice and seeks
transformative solutions to the world’s greatest challenges. Jeff founded
Creative Generation, which works the work of young creatives and those
committed to cultivating their creativity. With a decade of experience as a
performer, teaching artist, education researcher, policy wonk, and arts
administrator, Jeff led cultural policy and education initiatives in the U.S.
and abroad, with organizations like the World Alliance for Arts
Education/UNESCO, Live Nation, Art Place America, Americans for the
Arts, the Irish Departments of Arts and Education, political campaigns,
foundations, and local nonprofits. As a recognized leader, Jeff is widely
published, serves as a reviewer for grant and research panels, and
frequently speaks to diverse audiences at global and regional conferences
like the World Youth Forum, the World Summit on Arts & Culture, U.S.
Department of Education,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and 250+ national arts and education convenings. Jeff hails from Portland,
Maine and studied arts management, cultural policy, and education at
Oklahoma City University, University College Dublin, and the University of
Glasgow.
Creative Generation works to inspire, connect, and amplify the work of young creatives who
catalyze social transformation and those committed to cultivating their creative capabilities.
The Creative Generation is initiating the Campaign for a Creative Generation, a global
campaign working to ensure that the next generation reaches their full potential to solve
society’s greatest challenges. With intergenerational leaders from around the world, the
Campaign is dedicated to inspiring, connecting, and amplifying the work of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committed to cultivating the creative capacities of young people.
Each year, the Campaign identifies a theme, which is shared among partners arou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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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e. Partners receive monthly calls to action, which contribute to a movement being built in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Presentation 3. Promoting Heritage Education throug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Kalasha Valleys of Pakistan
Mr. Ghiasuddin Pir, Project Manager, Trust for History of Art and Architecture in Pakistan
(THAAP) and Institute for Art & Culture, Lahore, Pakistan (IAC)
Ms. Meeza Ubaid, Researcher, Trust for History of Art and Architecture in Pakistan (THAAP) and
Institute for Art & Culture, Lahore, Pakistan (IAC)
Ghiasuddin Pir has a Master of Arts in Anthropology and Behavioural
Studies from the University of Aberdeen, United Kingdom. His research
interests revolve around themes of cultural hegemony and development,
inclusive documentation of ich, exploring gender as a social construct and
the evolution of public spaces. Pir has been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wards the educational, cultural and social sectors of Pakistan. As an
anthropologist, academician, researcher and project manager, he has been
involved in teaching, research and development initiatives primarily in
the Punjab and Khyber Pakhtunkhwa provinces of Pakistan. These works
have not only benefitted the communities of Pakistan but have also raised
their concerns at an international platform. He has been involved in
various projects aimed towards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Kalasha communities in Pakistan. Through one of
these projects, an old traditional practice of “Suri Jagek: Traditional
Meteorological and Astronomical practice of observing the sun, moon,
stars, and shadows” in reference to the local topography, got inscribed in
the 2018 UNESCO’s list of IC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Meeza Ubaid is an Architect and Cultural Heritage Consultant. Completed
her Masters in 2019 from International Training Centre of ILO, Turin, Italy
in World Heritage and Cultural Projects for Development, she has been
working for the Culture and Heritage Sector with THAAP since the last 5
years as cultural Heritage Consultant and community Specialist. Also, she
has been involved with IAC (Institute for Art and Culture) for teaching
Architecture and Culture Development since 2016 to date.
Her passion for this sector is rooted in its ability to address constraints
linked with dependence on the primary sector for livelihood and in
recognition that the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is the
second source of income for nearly 60% of the people in Pakistan. With
each project, there is an imminent realization regarding the need to
expand the initiatives to other districts while ensuring their sustainability
over the longer run. In addition, there is an impending dearth of
specialists who can carry this mission forward in Pak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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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 for History of Art and Architecture in Pakistan (THAAP), established in 2006, is
registered as a not-for-profit Section 42 Company with the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of Pakistan (SECP). THAAP is the first and the only UNESCO Accredited NGO of Pakistan. It is a
forum of academics and professionals dedicated to improving the state of education,
particularly in the fields of Art and Culture, where multi-disciplinary discourses take place
and diversity thrives. THAAP recognizes the intrinsic link between history, tradition and
culture and acknowledges that our present-day beliefs, value systems and world view which
constitute the culture of a society or community are shaped by the historical past. The
resultant entity, while composed of many parts, operates as an integral body. Knowledge has
grown into many fields of specializations yet as it flows from the human mind, it is integrated
towards the common goal of human welfare. THAAP promotes integration and inclusivism
and not the opposite. It aims to reassess and revisit history and create scholarship and
knowledge of the old and recent history from the people’s perspective and disseminate to a
wide audience.
Institute for Art & Culture, Lahore, Pakistan (IAC) highly values the traditional knowledge
of our people and seeks to contemporize it with input from the latest technological
knowledge. IAC believes in integration with community, building long term industrial
linkages and National and International partnerships. This Liberal Arts education platform
will not only impact the education sector in Pakistan but also reach out to the neighboring
countries and contribute towards global scholarship. By incorporating a trilingual approach,
which includes English, Urdu and their Mother Language, the students recognize culture and
art education not as a foreign stimulus but the one they are inherently connected with.
Presentation 4. Shifting to Online Activities: Digital Divide among the NGOs and ICH
Communities in Korea
Ms. HAHM Hanhee, Director, Center for Intangible Cultural Studies (CICS)
HAHM Hanhee is the director of Center for Intangible Culture Studies
which is a consulting body of NGO accredited by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ection. She is professor emeritus at Chonbuk National
University. She is now involved in several research projects regarding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llecting Korea’s traditional
knowledge system and people’s life history. Her recent academic
contribution is shown on the editorship of the book, The Understan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Korea. She earned her Ph.D. and M.A. in the
Department of Anthropology, Columbia University, USA. She is currently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for Intangible Heritage Study and an editorial
board member of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She has
been also working as a committee member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ection of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n Korea.
The Center for Intangible Culture Studies (CICS) was established to enhance researches
and promote safeguarding activ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CICS puts special
efforts for finding measures for protecting and preserving ICH with academic concerns and
in-depth understanding of its distinctive characteristics. CICS has been involved in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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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uitful tasks such as research, inventorying and publishing.
CICS also established another special field; ICHPEDIA, a web-based ICH encyclopedia in
collaboration with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n Government. The purposes of
establishing ICHPEDIA and archives are (1) to collect basic information to draw up National
ICH inventory (2) to provide communities, specialists, and general users with easy access to
our digitalized ICHPEDIA, (3) to encourage active participation of those who have interests in
ICH, (4) to enhance cultural diversity.
As such CICS has so far endeavored to develop diverse programs from collecting primary
sources of ICH and constructing the best web-based ICH inventory to developing the
educational programs and application programs. CICS is standing in the forefront of the
world’s ICH research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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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3: Consilience: Prototype vs. Archetype for Educational Source

Moderator
Ms. Ananya Bhattacharya, Director, Banglanatak dot com
Ananya Bhattacharya is a social entrepreneur specializing in gender,
culture and sustainability. Ananya is an electrical engineer from the
Jadavpur University, India (1989) and a Commonwealth Scholar with
Masters in Sustainable Development from Staffordshire University, UK.
Ananya has led research and capacity building programs in India and
other South Asian countries. She has authored articles for several
publications and presented on culture and development in international
forums across the world. Ananya is a member of the Steering Committee
of the ICH NGO Forum and on the editorial board of Heritage Alive and
ICH Courier. She is a member of the Executive Committee of ICOMOS India
and a member of the ICOMOS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tte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Cultural Tourism.
Banglanatak dot com is a social enterprise working across India for inclusiv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using culture-based approaches. Art for Life initiative of the
organization revive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develops grassroot cultural industries.
The organization is accredited by the UNESCO 2003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and has Special Consultative Status to UN ECOSOC. Banglanatak is working in South Asia to
develop a network of NGOs working for safeguarding ICH and contributing to sustainable
development in collaboration with ICHCAP and UNESCO.

Presentation 1. Crafting a Post Covid-19 World: Building Greater Resilience in the
Crafts Sector through Strengthening Ties with its Community’s Cultural System
Mr. Kean-Kim Joseph Lo, Advisor, World Crafts Council International
Dr. Kean-Kim Joseph Lo’s academic contribution has been to determine
self-identified markers of authenticity in the work of artisans. Practically,
it addresses the balance between protection and conservation of the
community’s identity with openness to design innovation and
development from outside.
He has worked for numerous UN agencies on culture and development,
specifically focusing on culture-based creative industry, artisan
development and cultural diplomacy. Beyond the UN, he has also worked
for Centre for Folklife and Cultural Heritage, Smithsonian Institution,
Washington DC and the Royal Textile Academy of Bhutan, Thimphu. Dr. Lo
also sat on the Board of Advisors for British Council’s Crafting Fu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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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me for East and Southeast Asia (2017 – 2019) and is currently
acting as an advisor to World Crafts Council International and the AsiaPacific Region.
His expertise includes data analysis in support of policy recommendations
and project management from drafting of concept notes, evaluation and
monitoring to delivery of workplans. Specifically, Dr Lo has also design,
developed and delivered an innovative design course for artisans to
introduce the principles of design through an experiential play and
practice-based training format.
The World Crafts Council AISBL (WCC-AISBL) is a non-profi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that was founded in 1964 to promote fellowship, foster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income generating craft related activities, organize exchange programs, workshops,
conferences, seminars, and exhibitions—and in general, to offer encouragement, help, and
advice to the craftspersons of the world. The organization is now formally registered in
Belgium a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AISBL is there the French shortcut for an
international association without lucrative purpose. The WCC is organized into five regions:
Africa, Asia Pacific, Europe, Latin America, and North America. The organization is affiliated
to UNESCO.
The WCC was founded in 1964 by Kamaladevi Chattopadhay and Aileen Osborn Webb (who
had founded the American Craft Council in 1943.) The WCC (Europe) meets once a year and
the 2011 meeting was held in Dublin, Ireland.
The World Crafts Council meets every four years. In 2012, the General Assembly occurred in
Chennai when Usha Krishna was the President. After this General Assembly the Presidency
will move from India to China. Mr. Wang Shan was the president, Ms. Jing Chen was the
Secretary General. In 2014, WCC Golden Jubilee Celebration Summit was held in Dongyang,
China, more than 2000 craftspeople from 63 countries participated. In 2016, the General
Assembly occurred in Isfahan, Iran from September 22 to 29.
Presentation 2. Arts and Influence: Untangling Corporate Engagement in the Cultural
Sector
Mr. Nicholas Pozek, Assistant Director, Parker School of Foreign & Comparative Law, Columbia
University
Nick Pozek is a strategic advisor, futurist, and humanitarian with over a
decade of experience leading ambitious projects and cross-disciplinary
teams. Nick has pioneered new models for engaging global communities,
developed strategic cross-sector partnerships, and championed
innovation in a variety of organizations.
In his role as Assistant Director, Parker School of Foreign & Comparative
Law at Columbia University, Nick conceptualizes and organizes
conferences, symposia, lecture series, research projects, and events about
geopolitics, international law, and globalization. He serves jointly as
Assistant Director for Asian Law programs with posts in both th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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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Chinese Legal Studies and the Center for Japanese Legal Studies. He is a
member of the Committee for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College Art
Association and a trustee of Global Community Charter School.
Previously, Nick oversaw the League of American Orchestras’ grant
making and leadership programs. He also led transformational initiatives
at prominent cultural institutions including Asia Society and Carnegie
Museum of Art.
Nick holds a Master of Arts Management from the School of Public Policy
& Management in the Heinz College at Carnegie Mellon University and
graduate certificates from u. Duquesne University School of Law and
Gabelli School of Business.
The Parker School of Foreign and Comparative Law was organized pursuant to the will of
Judge Edwin B. Parker. Judge Parker was a leading international lawyer and senior partner in
the law firm of Baker & Botts, and had served on international adjudicatory bodies following
World War I. He provided in his will for the establishment of a school devoted to the teaching
and study of subjects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commerce and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Following, the Parker School of Foreign and Comparative Law promotes the study and
teaching of transnational and non-U.S. legal system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t Columbia
Law School, and thereby facilitates engagement within the global legal academy and
profession.
Presentation 3. ICH in the South-Western Alps: Empowering communities through
youth education on nature and cultural practices
Mr. Alessio Re, Secretary General, Santagata Foundation for the Economy of Culture
Ms. Giulia Avanza, Researcher and Project Manager, Santagata Foundation for the Economy of
Culture
Alessio Re is an architect, PhD, MA in Culture Economics, expert in
cultural heritage and economic development. After having worked from
2008 with Walter Santagata and his research team he serves, from 2018,
the Santagata Foundation as Secretary General. Since 2013, he has taught
as adjunct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Turin (courses in: UNESCO
programs; Management of cultural projects; EU-Project Planning; Cultural
industries and global markets) and, from 2018, at the University of Pisa
(Cultural Management and tourism policies). He is also a consultant at
ITC-ILO (2008-), associate researcher of the CNRICVBC (2015-), member
of the Sc. Committee of the Monviso Park (2019-),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n Territorial and Environmental Dynamics (2014-) and has
been board member of the UNESCO Chair of the University of Turin
(20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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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ulia Avanza is researcher at Fondazione Santagata per l’Economia della
Cultura, where she also oversees the area of international projects. She
holds an MSc in Economics and Management for Arts and Management
from Bocconi University, Milan, and a Diploma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from ISPI Milan. In Italy, Giulia has been
working on projects of applied research for a variety of public cultural
institutions, primarily in the field of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and
local development. She has also developed an expertise on issues of
cultural cooperation, spending a year of field-work in Peru, on an
international project for the promo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unded by the EU, and consulting for the AICS Office in Cuba on issues of
culture-led local development.
The Fondazione Santagata per l’Economia della Cultura was founded on April 13, 2018,
on initiative of the Silvia Santagata Research Centre (CSS-EBLA). The Foundation gathers all
the know-how and experiences of CSS-EBLA and of the studies activities carried out by
Walter Santagata, pioneering scholar of Culture Economics.
The Foundation’s main working areas are two: a first one linked to the models for the
management of cultural heritage, with a specific reference to the economic dimension of
development and to UNESCO related programs, and a second one linked to the production of
culture and cultural innovation.
Furthermore, the Foundation’s mission is to enable cooperative networking among culture
and other sectors operators, to support the internationalization of Piedmontese and Italian
economic and cultural operators, in order to generate positive socio-economic imp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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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ary Discussion. Post Corona: Between Calm and Passion

Moderator
Dr. Janet Blake, Associate Professor of Law, University of Shahid Beheshti (Director, Persian
Garden Institute for Living Heritage)
Dr. Janet Blake is an Associate Professor of Law at the University of
Shahid Beheshti (Tehran) where she teache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nd Human Rights Law and is a member of the UNESCO Chair for Human
Rights, Peace and Democracy and the Centre for Excellence i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oth based at the university. She is also a
member of the Cultural Heritage Law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and has acted as an International Consultant to UNESCO since
1999, mostly in the field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mplementing
the 2003 Convention. From 2015-2018, Dr Blake helped to develop the
new Overall Results Framework (ORF) for the 2003 Convention and she
revised the periodic reporting mechanism in 2019 to align it with the ORF.
Since 2015, she has also been a Global Facilitator for UNESCO’s Capacitybuilding programme under the 2003 Convention and has provided advice
at governmental level on developing national law and policy for ICH
safeguarding.
The Persian Garden Institute for Living Heritage (PGILH) is a non-governmental body
which has as its primary purpose to contribute to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Iran and Western and Central Asia an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ESCO, 2003) both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It aims to achieve this through research activities and projects,
inventorying and documentation projects, capacity-building (in Iran and the region),
developing files for international inscription, promotional activities, heritage needs
assessment (tangible and intangible), providing stewardship services for museums and
memory institutions, researching and promoting handicrafts, developing culturallyappropriate and sustainable tourism, translating, and publishing specialized texts, providing
legal and policy consultation services, and providing other expert services in the field of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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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무형유산 NGO 컨퍼런스
“위기의 시대, 무형유산과 회복탄력성”
- 코로나 이전과 이후 함의 개최안
1. 개 요
날

짜 : 2020년 11월 12일-13일, 양일 간

장

소 : 온라인

주

제 : 위기의 시대, 무형유산과 회복탄력성

참 가 자 : ∙ 무형유산 NGO 단체, 연구원, 전문가 등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ICH NGO 포럼
∙ 유네스코 포함 다양한 이해관계자
언

어 : 영

어

공동주관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ICH NGO 포럼

2. 배 경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하 2003년 협약) 인가
NGO 협의체인 ICH NGO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라인 회의 개최를
통해 무형문화유산 분야 NGO 간의 협력 교류를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시의성을 고려하여 교육 현장에서의 무형유산 NGO의 역할과 도전과제의 광범위성과
깊이를 자세히 파악하고자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 이후 박물관 및 미술관과 같은
다양한 문화기관들은 대중과 온라인을 통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으며, 유네스코 역시 2003년
협약과 지속가능발전목표, 특히 지표4. 양질의 교육과 연계한 사례 연구 수집 등을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는 상황이 어려울 때 더욱 빛을 발하며,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
니다. 오늘날 살아있는 유산으로도 불리는 무형문화유산은 회복탄력성, 영감, 기쁨과 연대의
근원이라는 그 특성을 강조합니다. 이번 2020 ICH NGO 컨퍼런스는 NGO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밝은 미래를 위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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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표
2020 ICH NGO 컨퍼런스는 무형문화유산과 교육의 상호관계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차원
에서 더욱 이해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하며, 유용한 정보 및 경험 공유를 통해 무형유산
NGO들에 힘을 실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현재의 예상치 못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많은 무형문화유산 NGO들은 전 세계에서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그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NGO는 정부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중재자로서,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유산 NGO의 영향과 역할 이해 및 조사
- 실천 및 적용 가능하며, 실용적인 무형문화유산 보호 방법 논의

4. 프로그램
DAY 1 11월 12일
14:00-14:10
14:10-14:30

개회식
특별강연 1

회복탄력성 체계 분석 로베르토 마르티네즈 (OECD)
Session 1 코로나19 시대,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NGO의 역할
In the Vortex: COVID-19 Era, Roles of NGOs to Safeguard ICH

14:30-14:45

문화유산 보호와 웰빙을 위한 무형문화유산 관리
방안

카롤리나 베르무데즈
(Fundación Etnollano)

14:45-15:00

홍콩 윤롱지구 공동체 기반 무형유산을 위한 거시적
발전 모델 구축

카이퀑 초이
(Life Encouraging Fund)

15:00-15:15

코로나 대항 매개체로서의 짐바브웨 토착지식

알링턴 엔드로브
(Amagugu International
Heritage Centre)

15:15-15:30

ARHI의 전통염색기술 활성화 노력

15:30-16:00

토론

16:00-17:30

휴식

디비야 보라
(AR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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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2 코로나19가 NGO 활동에 가져온 변화
Homo Ludens vs. Home Ludens: changed features COVID-19 brought
훌리오 나세르
(ICCN)

17:30-17:45

코로나19, ICCN 소속 도시들의 대응방안

17:45-18:00

코로나 시대 예술과 문화교육 혁신

18:00-18:15

파키스탄 칼라샤 지역의 무형유산을 통해 보는 유산
교육 촉진

미자 우바이드
(THAAP)

18:15-18:30

온라인 활동으로의 전환 ; NGO와 무형유산 공동체
간 디지털 간극

함한희
(CICS)

18:30-19:00

토론

제프리 풀린
(Creative Generation)

Day 2 11월 13일
특별강연 2
14:00-14:20

인가 NGO 지역 불균형에 대한 설문조사 마티 하카마키 (Finnish Folk
Music Institute)
Session 3 통섭 : 무형유산 교육 분야 원형과 전형
Consilience: Prototype vs. Archetype for Educational Source

14:20-14:35

포스트 코로나 : 공예 부문 공동체 회복탄력성 구축

조셉 로
(World Crafts
Council International)

14:35-14:50

예술과 영향력 : 문화분야 기업 참여 과제

니콜라스 포젝
(Columbia University)

14:50-15:05

청년 교육 강화를 통한 공동체 임파워먼트

알레시오 레
(Santagata Foundation
for the Economy of
Culture)

15:05-15:35

토론

15:35-15:50

휴식

15:50-17:00

종합토론 코로나 이후 무형유산이 나아가야 할 길

17:00-17:20

2020 무형유산 NGO 컨퍼런스 선언문

17:20-17:30

폐회식

5. 문의사항
2020 무형유산 NGO 컨퍼런스 사무국

ich.ngo.conferenc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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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강연 1
회복탄력성 체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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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탄력성 체계 분석과 무형유산, NGO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의 도전과제

로베르토 마르티네즈
경제협력개발기구 멕시코지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OECD가 가지고 있는 회복탄력성 체계 분석에 대해 여러분들과 의
견을 나누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대미문의 상황에 직면해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해있는 새
로운 상황, 새로운 맥락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적인 위기라는 측면에서의 고찰이 필요
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분야에서 무형유산 관련 관점을 생각해볼 예정이고, 회
복탄력성 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다자간 지원환경에 대해서 계속적
으로 얘기를 하면서 다자간 관계의 측면에서 회복탄력성 시스템 분석도 필요하다는 니즈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회복탄력성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충격이라
든가 그런 특정한 현상을 흡수하고, 충격으로부터 회복하는 한편, 긍정적으로 변화나 충격에
적용하면서 구조를 전환해서 이런 위기라든가 충격을 계속해서 경감해나가는 능력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러한 충격을 흡수하고 적용하고 변화, 전환을 통해서
미래를 대비해나가는 능력이 회복탄력성입니다. 그리고 향후 그 과정을 통해서 미래 기회를
잡는 것까지 회복탄력성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적응력이라고 하면 생계를 다각화한다든지,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서비스 같은 민감 분
야에서 제공을 한다든지 다양한 분야에 적응력이 발휘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전환
능력 관련해서는 실제로 이 충격이 더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회구조라든지, 생태구조라든지, 경제구조와 같은 다양한 구조들을 전환하는 것들
이 이 전환 능력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예를 들어서 부패를 퇴치한다든지 기본적인 경제사회, 계획과 관련된 구조를
바꾼다든지 그것도 전환 능력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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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다양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지만 동시에 기회도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
다. 우리 앞에 놓여진 도전과제를 극복하게 되면은 이를 통해서 전환 능력, 또는 변화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고 다양한 사회 시스템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적인 회복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회복탄력성과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하여
OECD가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지요.
OECD 회복탄력성 분석과 관련된 프레임워크, 가이드라인은 OECD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요. 실제로 보시게 되면 회복탄력성 시스템과 관련해서 일단은 리스크가 어떤 지형을 가지고
있는지, 리스크 지형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스크가 실제로 발휘되
어야 하는 사회적 계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시스템에 역량 측면에서 이런 충격을 흡
수하고 회복할 수 있는 역량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있는지, 강점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인
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지요.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복탄력성 시스템 분석의 방법론 측면에서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사회 단위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이
것은 단위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요, 지역사회가, 국가가 될 수도 있습
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인 측면에서의 사회 단위를 시스템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생계유지라는 측면에서 OECD 관점에서 콩고민주공화국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 시스
템 분석을 진행했고, 이것에 기반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실제로 생계라는 것은
다양한 충격이라든지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실제로 생활을 다시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다양한 자원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
어서 이러한 충격을 완화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시스템, 또는 전체 시스템, 예를 들어 인력자원, 자연 자원, 물리 자원, 사
회자원 등등 6가지 자원 분야로 일단 나누어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다루어야 할 자본의 종류는 맥락에 따라서, 또는 분석하는 시스템의 상
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툴킷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회복탄력성 시스템 분석을 진행했었는데요. 실제로 인도주의적인 구호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대상 회복탄력성 시스템을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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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책이라든지 프로젝트, 프로그램에 더 잘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원이라든지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분석 결과를 추후에
있을 정책이라든지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기업사회를 재정립하고
지역을 재정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와같이 굉장히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는 회복탄력성 시스템 분석이 중요하
고, 분석이 더 중요성을 가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시스템을 보통 분석하게
되는데 실제로 핵심적인 시스템 구성요소를 따로 떼어놓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스템의 구성요소는 이런 회복탄력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구성요소는 가지고 있지 못하는
지 강점과 장점이 무엇인지, 실제로 이런 충격이라든지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사람
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한 접근적 측면에서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모든
레이어에서 이런 내용들을 분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적개발지원이라던지 다양한 구
호지원이라든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지원 대상의 시스템
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고 회복탄력성을 분석해서 이것을 정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
다.
실제로 OECD는 변화이론에 기반해서 이 회복탄력성 시스템 분석을 했었고, 이런 분석을 통
해서 변화이론과 관련한 중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자정이라던지, 전제 사항이
라던지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미래 변화와 관련해서 가정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검증을 하
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로드맵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경우에, 위기 상황에
서 변화가 일어날 경우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회복탄력성 측면에서 제고할 수 있을지를 로드
맵을 통해서 보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프로그램의 모니터링이라든지 실제로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추후에 개선을 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정보 관련해서도 좀 더 일관되고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고 분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실제로 나중에는 정책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관련된 프로그
램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소중한 입력(Input) 자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론을 저희가 크게 4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버넌스와 범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풀뿌리 그룹이라든지 사회적인 기업 이니셔티브라든지 어떤
거버넌스를 가져갈 것인지, 범위를 가져갈 것인지, 무형유산도 마찬가지죠. 이런 범위를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무형유산이 실제로 기업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겠다는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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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정한다고 한다면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를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면 이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키
는 것이지요.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이긴 합니다.
그리고서는 방법론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을 만드는 것인데요. 실제로 상호적인 방법으로, 쌍
방향적인 방법으로 저희는 이 검증 방법론을 만들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
다. 로드맵을 최종적으로 개발을 해서 산출물로 내게 되는데 이 로드맵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개의 모듈을 활용해서 워크숍으로 이런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리스크라
든지 스트레스, 그리고 관련된 시스템의 영향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스템이라
든지 구성요소의 특징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 이해당사자, 프로세스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 어떤 계산이 있는지, 어떤 시스템 탄력성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드는, 5개의 모듈 워크숍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은 쉽지만, 이것을 실행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관점에서 저희가 일단은 시작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로
드맵이 최종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방법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로드맵을 사용해서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변화가 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로드맵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드맵과 관련된 액션도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중기나 장기로 진행
해야 하는 것으로 별도로 범주를 분류해서 도출을 할 수 있고요. 특별한 예를 들어서 시한이
정해져 있다 하면 이 시한에 맞춰서 저희가 로드맵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서 어떤 자원을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전문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지에 따라서 맞춰서 로드맵
액션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로드맵 액션은 적어도 하나의 주체, 담
당 주체, 책임자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광범위하면서도 세부적으로 충실한 토의를
통해서 이 로드맵이 구축되어야 하는데요, 실제로 로드맵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
복탄력성을 강화하는 것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관점에서 보더라도 회복탄
력성 시스템을 분석하고 회복탄력성을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
다. 여기서 NGO들이 할 수 있는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회라든지, 공동
체의 회복탄력성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NGO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무형유산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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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부적인 모든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 전반적인 상황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NGO 컨퍼런스가 오늘내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구체적인 맥락에서 실제로 개별 공동체라든지, 국가라든지 단위의 회복탄력성이 구체적으
로 논의되고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들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경제 또는 사회 분야에 정책에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인 공동체, 경제시스템 같은 것들을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글로벌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이 지난 후에 제거하는 것이 더 어려운 과
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과제일 것입니다. OECD의 이 가이드라
인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진
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지속가능하도록 만들고, 더 회복
탄력성을 강화해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NGO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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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 보호와 웰빙을 위한 무형문화유산 관리 방안
- 콜롬비아 아마조니아 마타벤 숲의 피아로아 토착민과 에트놀라노 재단 -

카롤리나 베르무데즈
에트놀라노 재단

콜롬비아 오리노키아(Orinoquia)와 아마존 지역의 토착민 집단과 30여 년 이상 함께 일하
면서 우리는 무형유산(ICH)은 그 자체로 결과가 아니라, 공동체의 웰빙은 물론 문화 및 영토
보전에 기여하는 촉매제이자 수단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
덕분에, 우리는 NGO로서 우리가 할 역할이 사람들의 웰빙을 증진하는 수단으로서 문화유산을
수반하는 공동체의 과정들을 지원하고 동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역
할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분명해졌다. 본고에서는 우리가 콜롬비아 아마조니아 마타벤 숲에
사는 피아로아(Piaroa) 토착민과 겪은 경험에 집중하여 NGO로서 우리의 역할과 무형유산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다음의 세 가지 방법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1) 지역 무형유산 연구 지원,
2) 다리 잇기, 3) 피아로아족의 자체 교육 프로세스 함께하기의 이 세 가지 아이디어들은 글
로벌 팬데믹의 한복판에서 최근 경험한 생생한 예시로써 증거와 함께 아래에서 설명될 것이다.
이러한 점들 외에, 본고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등장한 일반적인 고찰과 향후 이번과 같은
상황에서 NGO로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도전과 기회를 제공할 팬데믹 이후
상황에서 우리의 역할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 지역 무형유산 연구 지원
지역 무형유산연구 지원은 지난해 영국 문화원의 후원을 받아 에트놀라노 재단이 운영한 “포
용적 성장을 위한 문화유산” 사업의 시작과 함께 특히 분명해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위
해 몇 가지 방법론적 변화와 수정이 요구되었다. 이 사업은 수공예, 관광, 영토 관리의 세 가
지 요소를 포함한다. 영토 관리에서는, 당시 상황에 따라 지역 조사 지원의 필요성이 시급했
다. 이웃 공동체 두 곳, 즉 라 어바나(La Urbana)와 푸에블로 누에보(Pueblo Nuevo)에서는
2018년 홍수가 발생해 공동체와 작물에 영향을 주었고, 그로 인해 지역 식량이 부족해지자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전통 음식 체계에 관한 연구가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
다. 이에 따라, 두 명의 젊은 지도자들(남녀 각 한 명)이 전통 씨앗과 요리법은 물론 피아로아
족의 관습에 통합될 수 있는 현대의 농업 생태적 기술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지역의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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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소비를 위한 역할 수행 외에도 이 연구 과정의 결과는 이들 공동체가 개발하고 있는 관광
프로세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역 작물, 전통 요리법, 건강과 관련해 피아로아인의 음식
에 대한 시각이 관광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피아로아 공동체의 산 루이
데 자마(San Luis de Zama)는 이들이 상품화하는 수공예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에 관한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현재는 이러한 재료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가지 경
우 모두에서 무형문화와 관련된 지역 조사 지원은 이러한 공동체들이 자신의 웰빙을 증진할
가능성과 관련 있다. 이미 적용된 조사 방법에 이어, 수집된 무형유산정보 일부는 현재 상황에
유용하고 관련 있도록 피아로아 주민들에 의해 되살려지고 수정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자 영국 문화원과 에트놀라노의 팀원들이 여행할 수 없고,
이 지역에는 인터넷이나 전화도 없었기 때문에 지역연구자들 및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과 대화
할 수 없게 되어서 이러한 과정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우리는 신속하게 새로운 커뮤
니케이션 방법들을 개발하고 연구자들이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들을 찾아야 했다. 이
러한 새로운 방법론과 업무 수행 방식들 덕분에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원거리에서 지역연구
자들을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었다. 이제 다시 현장 조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의
새로운 단계에서 응용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연구자들과 일을 다시 시작했다.

2) 다리 놓기(연결고리 만들기)
무형유산과 관련해 에트놀라노 재단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피아로아와 무형유산 관련 비
토착민 행위자, 기관, 정책입안자들 사이에 서로를 존중하는 상호관계와 대화를 장려하기 위해
다리를 놓는 것이었다. 재단 설립 이후 에트놀라노는 사람들의 웰빙 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문화간 지식, 경험, 신념을 교환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강력한 문화간 초점을 가지고 운영
되었다. 이러한 다리는 토지권 인식, 피아로아의 자체 교육 시스템 수립, 토착 지식을 인정하는
보건 모델 구현으로 이어졌다. 문화간 과정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다리 잇기 비유의
의도는 “두 세계의 최고”뿐만 아니라 정보와 지식이 양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양방향 프로세스'를
발견하는 것이었다. 코로나19 상황의 한복판에서 코로나를 예방하고 대응할 방법을 찾기 위해
다리가 설립될 수 있었던 방법 중 한 가지는 토착민 공동체들과 보건국 사이의 관계였다. 이
것의 두 번째 예시는 관광 활동에 초점을 둔 신청 과정과 성공적인 수상이었다. 에트놀라노
는 피아로아족의 라 어바나와 푸에블로 누에보 공동체들과 협력하여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NGO로서 에트놀라노의 역할은 힘든 서류작업을 포함해 신청 준비에 도움을
주는 것뿐 것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과 관광 분야 및 시장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해 민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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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체와의 파트너십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수상을 위한 요청은 콜롬비아 생물다양성 보존에
초점을 둔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프로그램 'Colombia Riqueza Natural'과 콜롬비아 상
공부의 지원을 받고 USAID의 후원을 받는 ‘Colombia Productiva’가 수여하는 자연과 문화관
광에 초점을 맞췄다. 2020년 7월, 관광에 흥미를 가졌던 피아로아 지도자들 중 일부가 에트놀
라노 재단에 연락해 신청 과정에서 있어서 도움을 요청했다. 며칠간의 협업 이후, 재단과 민
간 관광회사의 파트너십 체결이 혁신적인 모델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서비스와 역량 개발 외에도, 이 프로세스는 자연과 문화관광을 위해 필요한 기반으로서 무
형유산의 강력한 요소를 포함할 것이다. 한 편으로, 자연과 문화관광 이니셔티브의 개발은 피
아로아 주민들이 수 세대를 거쳐 사용한 전통적인 자원관리체계의 적용을 장려한다. 여기에는
생태계의 주기를 존중하면서 관광 활동을 정의하기 위해 생태학적 달력을 엄격한 방식으로 따
르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지역 음식에 초점을 맞춘 생태 달력의 개발은 관광객의 소비를 위
한 음식에 대해 알리기 위해 중요할 것이다. 피아로아식 천연자원관리의 엄격한 적용 외에도,
에트놀라노는 환경 전문가, 토착 재료와 비 토착 재료를 섞은 혁신적인 조리법과 음식을 탐험할
요리사, 경영대학교(EAN)와 환경적 측면을 지원할 Riqueza Natural 등 외부 행위자들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도 지원할 것이다. 사업계획의 개발, 예를 들어, 코로나19 방역 프로토콜의
이행은 서로 다른 논리와 세계들 사이의 만남을 가져온다. 여기에서 다리 놓기는 향후 피아로
아 주민들에 의해 제공될 관광 상품을 다양화하기 위해 “모든 세계로부터의 최선”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에, 자연과 문화관광 이니셔티브의 개발은 피아로아 주민과 관광객들 사이에 다리를 놓
으며 “문화 해석”의 강력한 과정을 포함할 것이다. 이것은 피아로아 주민들이 공유하고자 하는
무형유산의 요소들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문화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길 원하는 요소들을)
찾는 중요한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일단 확인되면, 에트놀라노 재단은 그러한 문
화적 요소들이 비 토착민들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관광객들과
공유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을 지원할 것이다. 이것은 호텔과 산책로 곳곳에 관광
객들에게 글이나 그림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표시와 같은 단순한 도구들을 포함할 수 있다. 여
기에는 또한 녹음과 영상 등의 디지털 도구들도 포함될 수 있다. 수단과 방법 외에도, 비 토
착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자체도 해석될 것이다. 여기에는 다른 언어로의 번역, 사례
제시, 비유의 사용이 포함될 수 있다. 에트놀라노의 팀은 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서로 다른 세계관, 논리와 문화 집단 사이에 다리 잇기를 장려하기 위해, 같은 공동체가 그러한
해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법론을 공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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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아로아족의 자체 교육 과정 지원
에트놀라노 재단은 피아로아족의 자체적 정규 및 비정규 교육 과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
원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팬데믹 동안 비정규 과정을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었
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정규 교육을 어떻게 계속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다. 우선, 에트놀라노는 물질문화와 수공예품 생산 관련 지식의 전수를 장려하
는 것은 물론 농업 생태학적 연구 결과를 학교에 적용하는 것도 지원하는 등 여러 사업과 과
정을 통해 피아로아족의 비정규 교육을 지원해왔다.
두 번째로, 에트놀라노는 자체적인 교육 시스템과 언어 강화 과정의 개발을 함께하면서 피아
로아족의 정규 교육을 지원했다. 정규 및 비정규 교육환경에서, 피아로아족의 교육은 피아로
아인들의 삶의 방식, 사고방식, 마타벤 우림에 대해 말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재현하는 데 필
요한 지식과 기술 등 무형문화 요소들의 전수를 장려한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질문들이 있다. 현재 영국 문
화원이 지원하는 위성 인터넷 설치 과정은 이러한 교육 프로세스를 위해 가져올 가능성들에
대해 새로운 힌트를 제공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역의 무형유산 연구자들을 계속 지원
하고 무형유산을 둘러싼 다른 집단 간 상호문화적 교류를 조직할 수 있게 한다. 새로운 연결
성이 교육을 위한 새로운 기회들을 가져오지만, 우리는 그것이 가져올 위험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따라서 에트놀라노의 역할 중 하나는 공동체가 이것을 어떻게 다루고
문화적 과정들이 영향받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러한 과정을 조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교육에 관해 에트놀라노가 수행한 또 다른 역할은 팬데믹 동안 토착민 공동체를 지원하는 데
관심이 있는 비 토착민들에게 피아로아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었
다. 6월 한 달간, 32명의 예술가들이 참여해 미술품 경매를 조직하고 코로나19의 위험에 처
한 토착민 공동체들에 수익금의 70%를 기부하는 것을 목표로 ‘Pie Indigena’ 이니셔티브 개발
을 시작했다. 방역 키트 배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피아로아 문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
하기 위해 예술가들과 유익한 전화/웨비나를 조직했다. 이것은 수도 보고타에 사는 사람들이
피아로아 사람들에 대해 배우는 “외부” 교육 과정이 되었다.
또한, 키트에 포함할 요소들을 논의할 때, 일반적인 키트를 보내는 것보다 공동체의 필요와 이
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다. 방역 키트는 마스크, 소독용 알코올, 체온계, 수술용 장갑 그리
고 언어와 내용 면에서 문화적으로 각색한 코로나19 예방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는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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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킷이 포함되었다. ‘자발적 격리’ 키트에는 공동체가 도시 지역으로 가는 것을 피하도록 낚싯
바늘, 마체테, 비누와 소금 등의 아이템이 포함되었다. ‘캔 음식’을 보내는 대신 이러한 아이
템들은 지역의 식량 생산 체계를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보건 공동체 구성원들에 전달
된 방역 통에 코로나19 툴킷이 포함되었지만, 우리는 교육과 관련해 몇 가지 도전과제를 발견
했다. 이들 중 일부는 건강에 관해, 그리고 구체적으로 코로나에 관해 피아로아 사람들이 가
진 신념 체계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토착민 공동체에 존재
하지 않고 비 토착민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질병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다시 현장 연구를
시작했을 때, 방역 지침들을 강요하지 않고, 대신 실내나 공동체 공간이 아닌 야외에서 활동
하는 것부터 시작해 방법론들을 수정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세트 놀라 노의 고찰
이번 팬데믹은 특히 사람과 공동체의 웰빙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 무형유산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팀 내에서 새로운 고찰을 불러왔다.
이것은 또한 피아로아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여러 측면을 보여주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누가 공동체로 들어오고 나가는지, 그리고 정부에 의해 강요된 프로토콜 대신 어떻게 이를
관리할 것인지 결정함으로써 토착민 집단들이 자신의 거버넌스 체계와 영토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상상해 보았다. 코로나19가 콜롬비아에 도착했을 때, 일부 토착민 집단
은 자신들의 영토를 닫고 (보건부의 사람들을 포함하여) 외부의 누구도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
지 않기로 했다. 두 번째로, ‘집단’의 중요성이다. 피아로아 사람들은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이 구성원을 격리하는 대신 돌보아 주었으며 이를 통해 자신들의
문화에서 강한 “집단” 의식을 보여주었다. 세 번째로, 이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도시의 센터
들을 방문할 필요 없이 전통 의료관습과 자체적인 식량 시스템을 신속하게 가동시켰다. 이것
은 다른 문화에서 들어온 질병에 맞선 역사적 경험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 네 번째로, 피아
로아 사람들이 신속하게 자신의 농장, 특히 작물 재배지로 이동하는 것을 보는 것은 인상적이
었다. 미래에는, 에트놀라노 재단이 전통 의학을 어떻게 신속하게 지원할지 이해하는 것이 중
요할 것이다.

결론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형유산의 베일을 벗기기 위해 토착민 공동체와 함께 일할 수 있게 만
든 3가지 요소들이 있다. 바로, 지역의 무형유산 연구 지원, 다리 놓기와 피아로아족의 자체
교육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우리가 오늘날의 상황에서도 중요하고 가치 있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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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들을 발견함으로써 전통적인 집단의 생존을 위한 관습, 지식과 기술 체계를 이해할 수 있
도록 도와주었다. 에트놀라노 재단에서 우리는 토착민의 관점에서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경
청을 우선시하는 장기적이고 느린 프로세스를 목표로 삼았다. 비록 우리가 여러 성과를 달성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배울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 우리는 배움과 공유를 위해 열려 있고, 자
신들의 웰빙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웰빙을 의식해 책임 있는 생태계 관리를 수용한 삶
의 방식을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해 온 집단들로부터 배우는 것에 헌신하는 전 세계적 운동
의 일부가 되기를 바란다.
피아로아족과 그들이 한 일, 조직과 문화, 우리와 공유한 것들에 대해 감사를 전한다. 그들의
경험과 힘, 강한 조직은 매일 우리의 일에 영감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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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윤롱지구의 공동체 기반 무형유산 거시적 발전 모델

카이퀑 초이
생명회복기금

‘윤롱 공동체 무형유산 발전 프로젝트’는 윤롱지구에 본부를 두고 있는 생명회복기금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 시범사업은 거시적 발전 모델을 통해 공동체 기반의 무형유산을 교육하고 전승
하는 NGO 활동의 모범사례이다. 프로젝트에서는 거시적 발전을 위해 윤롱지구 대표 종목들
을 우선순위에 두고 무형유산 5개 영역을 모두 다루었다. 윤롱지구 주민을 위해 계획된 활동
은 영역별로 다음과 같다.

구전 전통과 표현 : 와이타우 방언 회화 수업
와이타우 방언은 마을에서도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 생명회복기금은 마을 사람들이 일상생활
에서 사용하는 어휘를 위주로 방언 회화 수업을 진행하도록 지원한다. 수업 내용은 마을의
전통 의례와 관습에 초점을 맞춰 구성되었다. 수업 참가자들은 소규모의 회화 수업을 통해
방언을 익힌다.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말에는 마을 학교에서 수업이 진행된다.

와이타우 방언의 어휘

마을 학교

공연 예술 : 유에주(월극) 시범 공연
‘광둥 오페라’라고도 불리는 유에주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생
명회복기금은 시범 공연을 위한 극단을 조직하고 참가자들이 윤롱 극장에서 강의와 능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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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통해 광둥 오페라에 대한 지식을 쌓고 전통 예술 형식의 오페라를 감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가자들은 이후 오페라의 정기적 후원자가 되어 티켓 구입을 통해 오페라 예술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롱 극장

광둥 오페라 포스터

사회적 관습, 의례 및 축제 : 현장 축제 및 의례 가이드 투어

틴하우(천국의 황후) 축제

민속 전문가가 동행하는 자오 축제 가이드 투어

윤롱지구의 여러 마을은 등불 의례, 봄의 조상 숭배, 틴하우(Tin Hau, 천국의 황후) 축제, 위
란(Yu Lan) 유령제, 자오(Jiao) 축제 등 다양한 축제와 의례를 보존하고 있다. 민속 전문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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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가이드 투어가 진행되며 행사 주최 측과 현장에서 소통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지역민
들, 특히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이 외곽 지역의 마을과 마을 전통에 대한 지식을 얻
음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줄어들고 윤롱지구에 대한 소속감이 강화될 수 있다.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 약초차 만들기 현장 체험
윤롱지구 약초 정원에는 백여 가지가 넘는 약초가 재배된다. 한의학 실무자가 참가자들에게
약초를 소개하고 적절하게 약초를 조합해 계절에 맞는 차를 만드는 방법을 안내한다. 약초차
만들기 체험 참가자들은 이후 스스로 한약방에서 약초를 구입해 차를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약초 정원

약초를 판매하는 약재상

전통 공예 : 종이공예 기술 워크숍
윤롱지구의 종이공예 장인들은 워크숍을 통해 기술을 가르친다. 음력 한 해 동안 진행되는
공예 체험에는 춘절의 조상 등불 만들기, 틴하우(천국의 황후) 축제를 위한 화포(花砲) 만들기,
얼굴 마스크 쌓기, 위란제를 위한 유령 마스터 색칠하기, 중추절 꽃등 만들기 등이 있다. 견습
생을 위한 추가적인 교육 워크숍이 진행되기도 한다.

172 _ 2020 무형유산 NGO 컨퍼런스

틴하우(천국의 황후) 축제를 위한 화포(花砲)

춘절에 태어난 마을 아이들을 위한 등을 들고
있는 종이공예 장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생명회복기금은 윤롱지구에서 진행되는 활동과 그 밖의 무형유산 소식을
알리기 위해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한다. 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무형유산 보유자, 보유자
단체 및 윤롱지구 이해관계자들의 소통을 촉진하고 무형유산 발전을 위해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프로젝트 활동을 광고하기 위해 텍스트 설명이 포함된
무형유산 삽화를 제작했다. 최종적으로는 윤롱지구의 무형유산 종목 지도를 포함한 홍콩 거
주자와 여행자들을 위한 셀프가이드 투어 책자를 발행했다. 또한, 폭넓은 홍보를 위해 무료
인쇄본 외에도 인터넷으로 PDF 형식의 온라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생명회복기금은 이러한 종합적인 활동을 통해 윤롱지구 무형유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
모하고 무형유산 자원의 통합,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자 단체의 역량 강화, 지역민과 무형유
산 보유자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명회복기금에 의해 역량이 강화된 무형유산 보유
자와 보유자 단체들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참여와 더불어 자체적으로도 전승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체 기반 무형유산의 거시적 발전 모델은 홍콩의 여러
주와 다른 지역 및 국가에 귀중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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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항 매개체로서의 짐바브웨 토착지식

알링턴 엔드로브
아마구구국제유산센터

서론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삶의 모든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토착지식으로
부터 얻을 수 있는 주목할 만한 돌파구들이 있다. 토착지식은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한 매개체
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흥미로운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배경을 기
반으로 타인의 지식 체계를 판단할 만큼 경직되지 않은 인식적으로 열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 세계가 한 가지 문화의 시각에서 해석되고 이해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토착지식이라고 인식하는 정의는 수천 가지
이상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본 회의의 다양한 참가자들을
위해, 총체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작가의 서로 다른 정의들을 살펴보는 것이 좀
더 신중하다고 생각했다. 2007년 이용(Eyong)이 인용한 바에 의하면, 말치아스(Malchias)는
토착지식을 토착민들이 알고 행하는 것, 세대를 이어 알았고 행해온 것, 시행과 착오를 통해
진화했고 변화에 대응하기에 충분한 유연성을 입증한 관습이라고 정의했다. 우리가 이것을
잠정적으로 정의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먼 옛날부터 항상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자신들의
토착지식에 의지했고 이들은 인류가 가진 회복력의 산증인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쉬울
것이다. 토착지식과 함께 사람들은 수 세기 동안 침략과 팬데믹, 질병에서 살아남았고, 지금
이 순간 토착지식은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을 퇴치하기 위한 매개체로써 사용될 수 있을 것
이다. 중국의 전통차, 마다가스카르의 약초 치료법, 사하라 이남의 약초, 유기 농업, 전통적인
식단, 그리고 공동체 노인들의 조언에 의지하는 것 등, 근대의 임상적 개입을 포함하여 전통
지식체계는 코로나19 퇴치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은 식량안보를 개
선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해, 토착민들은 기관(windpipe) 내의 바
이러스를 죽이기 위해 온욕 치료법(짐바브웨 은데벨레어로 우쿠푸타(ukufutha))을 사용할 수 있
다. 이들은 식량안보가 부족할 때 식량 소비를 지속하고, 회복력을 배양하기 위해 토착 식량
보존에 적응할 수도 있다.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의 21번째 아젠다는 지속가능발전을 확
보하기 위해 현대의 사회경제개발 프로그램에 토착지식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일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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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강조했다(Helvetas; 2011, Gaillard & Mercer 2012). 토착세계관(IWK) 중 코로나19
경감 또는 퇴치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은 발표가 계속되면서 살펴볼 것이다.

코로나19 예방에서 언어의 효과
토착지식은 몇 개의 핵심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언어학이다. 언어는 이 팬데믹
퇴치에 유용할 수 있다. 위협이나 위기를 해체하고 제거하는 데 핵심적인 측면 중 한 가지는
그것의 정체와 원인, 한계와 범위를 파악해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사람들의 토착 언어를 사용할 때 가장 잘 이해된다. 세계보건기구는 (특히) 아프리카가 상대적
으로 약한 보건 체계를 가지며,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고 대항하고 제거하기 위한 선제적 조
치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토착민들은 자신들의 토착지식에 의지하고 국가는
일반 대중에게 모범사례를 교육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캠페인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토착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전단지로 제공하는 정보는 최대한의 내
용을 담을 수 있도록 번역되어야 한다. 대중에게 도움이 되고 준비시키기 위한 문서와 방송
내용 중 일부는 최대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잘못된 청중들에게 전달된다. 따라서 토착
지식은 토착어의 사용을 통해 의사소통 장애물의 갭을 무너뜨릴 수 있고 대중에게 제공되는
전단지의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다. 토착 속담과 명언들은 대중의 관심을 끌고 코로나바이러
스가 가져오는 위험을 분명히 알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은데벨레 속담 ‘kwabo kagwala
akula sililo’는 대중에게 예방조치를 따를 것을 조언한다. 사회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낙관적인

에너지를

만들도록

장려하기

위해서는,

끝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의미의

‘okungapheliyo kuyahlola’라는 격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사태도 모두가 함께 협력한다면 결국에는 끝날 것이다.

코로나19 퇴치와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농업에 토착지식 활용하기
WHO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의 결과 많은 아프리카인이 식량 불안정을 겪을 위험이 있고, 지
금은 그 어느 때보다 농업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상정했다. 코로나19 사태는 경제,
보건과 식량안보를 한 번에 모두 강타했고, 실업으로, 봉쇄로 인한 경제 둔화는 가계 임금에
영향을 주었다. 다양한 지역의 여러 토착민은 굶주림을 코로나19 위기의 가장 주된 영향으로
지목했다. 식량 부족은 고립, 원거리, 봉쇄, 식량 가치-거래 사슬의 붕괴, 수입 발생 행위의
중단이 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전 세계는 치료제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수단을 고안하고 있는 것만큼, 굶주림과 같이 이번 위기로 인해 공동체에 닥친 부정적인 결과
들을 다루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토착민들은 농업 관련 토착지식을 코로나19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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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는 데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뭄 저항성 작물과 카우빈과 같은 빨리 자라는 작물들
을 재배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자신들의 회복 기술도 탐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종 전통 채소로 알려진 토착 채소는 대부분의 남부 및 동부 아프리카 국가들
에서 흔히 먹는 가정용 음식이다. 대다수의 지역 농부들은 양배추, 당근, 비트와 같은 이국적
인 채소들을 재배하거나 먹을 수 없다. 씨앗을 구하기 어렵고 생산가격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
서 이들은 옥수수, 카사바, 고구마, 좁쌀, 수수 등 주요 작물과 함께 일상적인 반찬 또는 소스
로 전통 채소에 의지한다. 주요 작물은 신체 에너지에 필요한 열량을 제공하지만 다른 영양분
은 매우 적다. 반면, 비름, 에티오피아 가지, 카사바 잎, 고구마 잎과 같은 전통 채소는 영양
학적 가치가 높다(세계은행, 2004).
토착 지식은 식량안보 및 보건에 관한 부분에서,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에서 천연자원의 사용에 관한 부분에서 공동체 수준의 의사결정을 위한 기반을
형성한다. 지역 공동체들은 비축 식량이 썩는 것을 예방하고 식량 소비를 지속하기 위해 토착
식량 보존 방법에 의지할 수도 있다. 한 현인은 자신만의 식량을 재배하는 것은 자신만의 돈을
찍어내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따라서 자신만의 식량을 경작함으로써 이들은 가정의 경제적 도
전과제들에 대응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전통적 농업과 식량 보존 기
술은 이들의 현재 회복 기술과 연결될 수 있고 근대화된 전통과 전통화된 근대성의 개념을
수용할 수 있다. 유엔의 식량농업기구는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이 전 세계 토착민들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주었다고 말한다. 자신들의 토착 식량 체계에 의지하고 전통적인 봉쇄 조
치를 적용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식량을 위해 시장에 크게 의지하는 다른 공동체들에
비해 더 잘 대응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에서는 농부들이 자신들의 농작 계획을 보완
하기 위해 토착민의 일기 예보 방식을 활용한다.

토착 의학 지식
서양 과학은 토착지식의 가치를 점점 더 인정하고 있고, 관련 사업과 산업에서 공동체가 가
진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 경제, 보건 체계를 괴롭히는 코로나19
와 그로 인한 영향을 퇴치하기 위해 토착지식에 충분한 플랫폼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전통 의학은 신체, 정신 또는 사회적 질병의 진단, 예방, 제거를 가능하게 하는 관습의
총체적 지식이고, 토착지식의 경험에 의존한다. 역사적으로, 전통 의학은 말라리아와 같은 질
병들을 위한 의학적 치료법의 근원이었다. 2020년 5월 26일, 쿰비라이 홍고(Kumbirai
Nhongo)는 이와 비슷한 주제에 관해 글을 썼고, 여기에서 그는 마다가스카르가 4월 코로나
바이러스의 약초치료법이 있다고 발표한 이후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고 서술했다. 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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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부족하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안드리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그가 코로나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약초 치료제 코로나-오가닉스(COVID-Organics)를 출시
했다. 그는 주로 산업화된 선진국들의 보건 전문가들과 제약회사들의 떼 지은 불만과 북부의
회사들이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약물을 발견하고 특허를 획득하지만, 아프리카 대륙에는 거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다른 아프리카 지도자들의 호기심에 대해 “이
허브차는 7일 이내 결과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음료를 개발한 말라가시 응용연구소에 의
하면, 치료제는 말라리아 치료에서 효능이 증명된 식물인 개사철쑥(artemesia annua)과 함께
여러 가지 토착 약초들의 혼합으로 구성된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공개한 통계에 의
하면 5월 10일 현재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은 52%의 코로나19 회복률
을 보인다.
▶ 적도 기니는 5월 10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439명, 사망자 4명으로 4월 30일 마다가스
카르로부터 치료제를 받은 첫 번째 아프리카 국가가 되었다.
▶ 수하물은 코로나-오가닉스(COVID-Organics) 제품 11,500팩이 들어있었고, 무게는 1.5t이었
다. 니제르는 5월 10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821명, 사망자 46명이고 말라가시 제품을
배송받았다.
▶ 니제르 보건부 직원인 술리 자베루(Souley Zaberou)는 수하물에 900명을 치료하기에 충
분한 제품이 들어있었다고 말했다.
▶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은 마다가스카르에 “세네갈이 흥미를 갖고 지켜보고 있는 치료적
해결책을 찾은 노고”에 찬사를 보냈다.
▶ 존 마구풀리 탄자니아 연합공화국 대통령은 주민들의 사용을 위해 제품을 수입할 계획을
발표했다.
▶ 그는 “마다가스카르와 논의 중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치료제를 발견했다고 말한다. 우리는
탄자니아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비행기를 보내 치료제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말
했다. 말라가시 치료제를 받은 다른 국가들은 콩고 공화국과 기니비사우이다.
킨담바(2003)는 오랜 시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사용된 의료용 식물들의 목록을 작성
했다.
1.1 아라비아 고무나무. (미모사군 콩과)—아라비아고무
1.2 알로에 페록스. (아스포텔루스과)—쓴 알로에 또는 케이프 알로에
1.3 아르테미시아 헤르바알바 (국화과)—쑥
1.4 아스팔라투스 리니어리스 (콩과)—루이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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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센텔라 아시아티카 (미나릿과)—병풀
1.6 카타란투스 로제우스 (협죽도과)—일일)
1.7 키클로피아 게니스토이데스 (콩과)—허니부쉬
1.8 하르파고피툼 프로쿰벤스 (참깨과)—악마의 발톱
1.9 모모르디카 카란티아 (박과)—여주
1.10 펠라고니움 시도이데스 (쥐손이풀과)—움칼로아보
이들은 아프리카가 오늘날 여전히 자랑하는 약초의 일부이다. 이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면역
강화와 전반적인 건강 증진을 돕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이 인체에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임상적 증거는 부족하다. 이러한 정보 없이는 아프리카와 다른 지역
에서 의료용 전통식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치료법의 가치에 대해 회의적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식물성 치료제 사용에 관한 또 다른 이슈는 이러한 치료법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통 의약의 효능과 안정성에 대한 정보가 시급히
요구된다.

전통지식과 관습
토착민들은 팬데믹이 가져온 도전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자신들의 전통지식과 관습을
이용해왔다. 수 세기 동안 그래왔듯이, 이 공동체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면서 계속
해서 변화에 적응하고 있다.
예를 들어, 브라질에서 주루나(Juruna)족은 아이들을 위해 문화적으로 적절한 급식을 제공
해왔고, 지금은 학교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공동체 내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
하고 있다. 콜롬비아에서는, 칼리칸토 토착민 협회(the Calicanto Indigenous Association)와
잉가(Inga) 공동체가 가정의 정확한 위치에 기반한 수확물 배분을 조직함으로써 이동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시암봄베와 무탈(2018)은 바통가(BaTonga)족이 계곡과 범람원에서 농사짓기, 남는 식량을
비축, 신에게 비를 더 내려줄 것과 해충을 통제해 달라는 기도를 올림으로써 기아와 같은 재
난의 결과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데 토착지식이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다. 광범위한 혁신과 기
술적 발전 앞에서, 전통지식체계는 공동체 발달 과정에서 이것이 주는 가치에도 불구하고 하
락세에 놓여있다.
위의 사례들뿐만 아니라 다른 전통적인 연대의 관습들도 공동체 구성원들의 식량안보를 보호
하는 상호호혜와 상호공생을 보여준다. 많은 다양한 토착민들의 공동체에서 널리 시행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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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전통들은 팬데믹에 의해 야기된 제한들에 적응하면서도 자신들의 전통문화를 유지하기 위
한 능력과 공동체의 회복력에 매우 중요하다.

결론
요약하자면, 토착지식이 코로나19에 대항하는 매개체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실로 자명
하다. 본고에서 서술했듯이, 토착지식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토착지
식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맥상, 전통지식체계는 지혜, 지
식, 공동체의 가르침과 전통과학 등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과 관습을 말한다. 이들은 수
백 개의 신약 발견을 이끈 현대의 회복력 기술, 과학기술과 의학에 상당히 기여했다. 여기에
서는, 전통지식체계의 역사성과 오늘날 팬데믹 퇴치에 상당히 기여한 바를 이해하기 위해 전
통 지식체계를 면밀히 분석하였다. 우리는 전 세계 다양한 원주민 집단에 적절한 메시지를 전
달하기 위한 언어의 사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통지식의 의학적 측면의 사용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사람들을 연대하게 하는 전통적 관습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식량안보와 코로나
19 퇴치를 위해 동일한 전통적 개입을 제안한다. 우리는 유기농업, 전통지식기반 기상예보,
전통지식기반 식량 생산, 보존과 보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공동체가 이 모든 것들 것들에
의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적절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통의학의 혁신적
발견들은 마다가스카르, 말리, 니제르, 콩고 공화국, 중국, 그리고 중남미 국가들에서 주목되었
다. 말할 필요도 없이, 여전히 중요한 것은 전통지식체계가 구전으로 전승되고 신뢰할 수 있
는 관리자는 이러한 엄청난 지식과 함께 죽을 수 있는 노인들이라는 중대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
다는 점이다. 또 다른 위협은 많은 사람들이 전통지식체계에 대해 입증되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
다며 전통지식체계의 사용에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체없이 전통지식체계를 보호하
고, 문서화하고, 연구하고, 필요하다면 수정한 뒤 공공의료기관의 개발과 보완을 촉진하기 위
해 널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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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HI의 전통염색기술 활성화 노력
디비야 죠티 보라
ARHI

서론
문화생활, 생산방식과 생태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적 역학은 인간 문명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새로워진 생산방식은 종종 사람들의 문화적 관습들을 지역 생태계에
의해 제한되도록 만들었다.
다양한 토착 인구집단이 거주하는 인도 북동부의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문화가 이곳의 우
아한 삶의 경험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오늘날 인도 북동부의 인구는 생활방식, 문화 활동,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인구집단의 문화적 변용, 동화와 융합을 의미하는 생리적 특징의 측면
에서, 많은 다양성을 보여준다. 인도 북동부는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문화를 가진 다양한 사람
들이 이주해 들어와 문화적 요소들이 섞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 브라마푸트라 계곡의 평원에서
카르비, 디마 하사오나가 산을 지나 디방 계곡까지 이르는 인도 북동부의 전체 문화적 생명선
에는 수많은 문화적 표현들의 등고선들이 퍼져있다.

지역 무형유산
종족적 이질성이 북동부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이어진 다양한
스펙트럼의 전통 민속문화의 흐름은 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생활의 기반을 형성한다. 이것은
단순히 민속과 무형문화유산(ICH)이 인간의 역사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던 과거의 기
억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고 여전히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지역은 많은 무형유산의 보고이고, 이들은 이 지역의 인종적 조화를 형성하는 데 역사적
중요성을 가진 다양한 부족들의 자산이다. 모든 부족의 민속 전통은 매우 강력하고 문화적
특성과 관습의 존재로 풍부해지고 있다. 흥미롭게도 이들의 풍부한 문화유산들은 대부분 구전
유산이다.
공동체 정신은 구성원들이 직접 짠 전통의상에 반영된다. 전통적인 공동체의 의약, 전통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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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과 풍부한 예술 및 공예품은 이들의 실질적인 문화생활의 필수적 요소들이다. 전통 축제는
이들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무형유산의 쇠퇴
그러나 도시 생활에서 만연한 기계화와 종교적 통합의 패권 아래, 무형유산 보유자들이 우려
할만한 숫자로 매일 점점 줄어들면서 자신들의 문화유산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무형유산을 전승하는 오래된 과정은 자신의 공동체의 풍부한 문화적
기풍과 관습에 완전히 무지한 몇몇 세대가 만들어진 결과 심각하게 중단되었다.

쇠퇴 요인
극도의 가난과, 많은 다른 경제적 요소들은 공동체들이 과거와 비교하여 자신들의 문화생
활을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게다가, 이들의 문화생활을 육성하기 위한 견고한
지원 시스템이 없다. 무형유산 쇠퇴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지역 전체에서 토착 언어가 유
례없는 수준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에 기인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소규모의 주변부 공동
체만 언어 소멸의 위험에 직면한 것이 아니라 주류 공동체의 많은 언어조차 유네스코의 멸종
위기 언어 목록에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 언어는 공동체의 문화적 기풍과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언어가 사라질 때마다 우리는 무형유산이라는 보물이 소실
되는 것을 견뎌야 한다.

무형유산 보호
세월에 따라 진화한 토착 관습과 유산은 사라지고 있는 세계의 무형유산에서 명백히 필수
적인 부분을 구성한다. 종합적인 문서화 방법과 과학적 방법을 사용해 부족들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통합적인 접근법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젊은 세대에 무형유산 학습의 기본 도구를 제공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
시키기 위해 공동체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가져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목표로 삼을 부분은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 간 계속적인 대화가 유지되어야 한다.

세션 1. 코로나19 시대,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NGO의 역할 _ 181

ARHI의 개입
위에서 언급된 요인들은 소멸 위기에 있는 무형유산 연행의 활성화에 관련된 토착문화 기구
들의 등장을 필요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비슷한 기구 중 하나가 인도 북동부 아삼주
에 기반을 둔 ARHI(ARHI는 아삼어로 모범(example)을 의미한다)이다.
2008년 설립된 ARHI는 토착 부족에 속한 개인들과 원주민의 문화교육권을 위해 일하는 활
동가들의 협업 단체이다. 이것은 모든 토착 공동체가 자신들이 직면한 도전과 문제를 논의하
고 고찰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을 찾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플랫폼이다. 또한, 모든 크고 작은 토착 공동체들로 구성된 풀뿌리 조직이다.

비전과 미션
토착민이 이끄는 조직으로서, 최우선 목표는 토착민과 이들의 문화의 전반적인 발전이다. 문
화 정체성의 위기, 토착 언어와 문헌의 활성화, 그 외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이 조직의 핵심
운영 분야들이다. ARHI는 구체적으로 토착민의 무형유산 보호를 다루는 인도 북동부 민속문화
연구센터(FCRC)의 부속기관이다.
FCRC는 인도 북동부 지역 출신의 직원들이 이 처녀지에 정착한 다양한 크고 작은 공동체
들의 문서화되지 않고 기록으로 보관되지 않은 문화를 보존하는 일을 전담하였다. FCRC가
수행한 모든 조사에서 생활방식과 노래, 의식 등 때 묻지 않은 문화적 상징들을 목격하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었다.
따라서 ARHI는 영상 및 음성 기록을 통해 그토록 다양한 문화에 대한 증거 기록이 되어
야만 한다. 이 외에도, FCRC에 의해 종족 문화, 언어, 문헌에 대해 철저히 조사된 출판이 이
루어졌다. FCRC의 목표는 “사람들의 마음에 비교 및 통합된 문화적 의식을 심어주고 사실상
범세계적 사회를 위한 단단한 기반을 설립”하는 것이다 (인도 북동부 ARHI, 서문 “d”).
FCRC는 인도 북동부의 부족들의 다양한 공동체가 보유한 많은 노래와 찬가들을 음성 기록
으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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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HI의 주요 성과
성과 개요
1. 워크숍 개최
ARHI는 토착문화 또는 특정 지역에 관한 구체적인 주제를 살펴보는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신중한 조사와 철저한 사실 수집 후, 워크숍에서는 글과 이미지를 통해 지역 문화의
독특함을 전달하기 위해 예술적이고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자료들이 사용되었다. 타이 파케
부족, 카르비와 티와 부족의 전통 노래에 관해 주목할 만한 워크숍이 열렸다.
2. 조사와 온라인 자료 센터 설립
ARHI는 학술조사와 현장 조사가 기본적인 준비작업을 구성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은
토착 예술과 문화의 촉진과 지속만큼이나 중요하다. 따라서 ARHI는 대중, 예술가, 문화노동자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가 지역 공동체 문화와 접촉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사의 성과를 가상의 전시로 전환하여 웹페이지에 업로드했다. 온라인 자료 센터는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 교육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교육자료들을 제
공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토착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3. 세미나와 미팅 열기
ARHI는 지역 문화에 대한 학술적 주제들을 발표하도록 학자와 연구자들을 주기적으로 초청
하고, 공동체의 이벤트로서 문화관광을 제시하여, 대중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뿌리로 돌아가
서 공동체 문화의 정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끈다. 이들은 자신의 지역 문화에 대한 경험,
지식, 이해와 감사를 얻을 수 있고 지역 문화가 보존되어야 한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
식을 고취할 수 있다.
4. 교육을 통해 토착문화와 예술 촉진
대중과 젊은이들이 지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동시에 지역
문화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ARHI는 공동체 문화 관련 텍스트와 그래픽을 제공하고,
문화 세미나와 공동체 워크숍을 운영하며, 다양한 기관의 일반 교육 과정을 기획하는 것을 보조
하고, 일련의 교육자료를 제작하며, 지역 예술 및 문화와 청소년 교육의 통합을 발전시키는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 교육기관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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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책 출판
ARHI는 인도 동북부의 다양한 부족에 대한 여러 조사와 기록물을 출간했다. 타이 파케, 싱
포, 티와, 카르비, 탕샤, 타이캄티 부족들, 북동부 부족의 전통 의학, 파트카이 산맥의 민간설
화 모음에 관한 책들이 출판되었다.
6. 토착 언어 부활 프로그램
ARHI는 유네스코 소멸 위기 목록에 등재된 토착 언어들을 부활시키기 위해 여러 언어 부
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의 프로그램은 티와 언어 부활 프로그램이다.

코로나 이전 사업
2019년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ARHI는 아삼 서부 카르비 앙롱 지구에 사는 부족들의 전
통 염색체계의 활성화에 주로 참여했다. 선택된 부족들은 카르비와 티와였다. 그러나 처음에
는 카르비 부족의 염색체계와 전통 시스템과 관련된 무형유산에 초점이 맞춰졌다. 사업의 이
름은 “잃어버린 색깔을 찾아서 : 카르비 부족의 천연염색 전통 활성화”였다.

카르비 부족에 대하여
인도 정부 헌법령에서 미키르족(Mikir)으로 언급된 카르비스(카르비)족은 인도 북동부, 구
체적으로 아삼의 산간 지역에 사는 주요 토착민 부족 중 하나이다. 위대한 예술가-학자인 비
쉬누 프라사드 라바(Bishnu Prasad Rabha)는 이들을 아삼의 콜럼버스라고 불렀다. 이들은 스
스로를 카르비, 때로는 알렝(Arleng(카르비어로 문자 그대로 “사람”을 의미))이라고 불리는
것을 선호한다.
카르비스족은 아삼 카르비 앙롱 지구의 주요 토착 부족공동체이다. 이 행정 지구는 인도 헌
법 제6 부칙의 조항에 따라 지정되었고 1951년 11월 17일 이후 자신들만의 자치구를 가지고
있다.
카르비스는 언어적으로 티베트-버마어파에 속한다. 티베트-버마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사람
들의 원래 고향은 중국 서부 양쯔강과 황하강 부근이고, 이들은 브라마푸트라, 친드윈과 이라
와디강을 따라 내려가서 인도와 미얀마로 들어갔다. (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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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비족의 직물 전통 살펴보기
직조기와 직물은 카르비스족의 또 다른 주요 수공예 산업이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특
징을 가진 민속 예술로서의 베틀 짜기는 카르비스족의 문화와 전통의 필수요소를 형성한다.
전통적으로 손으로 짠 제품들은 그 아름다움과 단순성과 함께 이들의 영화로운 유산, 예술성,
솜씨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제품들은 토착 직조공들의 기술과 창조성을 보여준다.
모든 카르비 여성들은 페-테랑(pe-therang)으로 알려진 자신들만의 전통적인 직조기가 집
밖 담장이 쳐진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었고, 이들은 누에고치를 기르고 실을 잣는 기술도 가
지고 있다. 카르비 여성들은 여전히 실을 잣기 위해 수동 직조기, ‘타키리(takiri)’를 사용한다.
직조공들은 이러한 전통 베틀을 사용해 오늘날까지 자연, 새, 물고기, 꽃, 나무에서 영감을 받
은 다양하고 복잡한 디자인을 만든다. 카르비 전통 의복의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옷의 디자인
과 색상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나이, 성별, 사회적 지위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전통 염색체계
전통 염색체계는 이들의 직물 전통에서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염색은 수 세기에 걸
쳐 육성되고 애용된 창조적이고 영리적인 예술이다. 직물에 수많은 색의 사용되는 것은 카르
비스 직물 전통의 독특한 특성이다. 부족은 실을 염색하기 위해 식물에서 천연색을 추출하는
아주 풍부한 과학적 지식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매우 친환경적이다.
염색 과정은 식물 찾기에서 다양한 염색 준비까지 여러 과정이 포함된 포괄적인 과정이다.
이들은 약초/식물, 나뭇가지, 또는 동물성 제품과 같이 다양한 천연자원에서 염료를 준비한
다. 전통적으로 카르비스족은 세 가지 색, 즉 흰색, 인디고 블랙(어두운 검푸른색), 빨간색을
사용한다.
실 염색은 최근까지 카르비 직조공들, 즉 토착 염색 기술을 가진 여성들에 의해 진행되었
다. 그러나 현재 염색 기술은 사라지기 직전이다. 공장에서 만든 염색사를 시장에서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오늘날 직조공들은 염료를 준비하는 귀찮음을 건너뛰려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마을들이 이러한 물질들을 발견하고 토착 염료를 준비하는 방법을 아는 마지막 세대일지 모
른다는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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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보존 필요성
가장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지식 체계 중 하나는 카르비 직물 전통의 필수요소인 천연 염색
체계이다. 불행히도 기계로 만든 값싼 천과 지원 시스템의 부재로 염색기술전문가는 오직 몇
명의 원로 직조공들만 남아있다. 신세대 직조공들은 염색 전통에 대해 완전히 무지하다. 공동
체가 반복적으로 정부 기관에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는 정부로
부터 어떠한 실질적인 대응도 없었다.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
카르비족의 전통의상은 이들의 정체성, 생활 패턴, 사회적 및 문화적 신념을 보여준다. 이
들은 풍부한 문화 전통의 심미적 표현이다. 전체 염색 과정은 대부분 구전 형태인 의례, 찬가
또는 발라드와 같은 수많은 문화적 표현들과 엮여 있다. 천연염색 과정은 다양한 서정시와
관련 있다. 염색의 전 과정이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이와 관련된 무형유산도 자연히
소멸되고 있다.

활성화 사업 구상
사업은 1. 모집과 교육 2. 기록 3. 워크숍 4. 평가, 4단계로 시행될 것이다.
모집과 교육의 초기 단계는 소멸된 염색 전통을 보존하도록 공동체의 인식을 제고하고 사
업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무형유산의 촬영과 함께 염색 과정을 종합
적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식물의 선택과 이들이 가진 염료의 특성, 색 추출 과정, 실 염색, 노
래 녹음 등이 시청각적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모든 기록물은 전체 과정뿐만 아니라 식물의 사
진도 포함하여 소책자로 발행되었다. 지식을 보유한 원로 직조공들이 젊은 직조공들에게 염
색 기술을 훈련시키기 위해 일련의 워크숍이 열렸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최종 단계에서 공동
체 대표는 사업의 결과를 평가할 것이다.

카르비 부족의 무형유산 개관
카르비족의 민요는 공동체의 축적된 상상과 미적 감각의 결과이다. 민요는 자연환경에 맞게
조정된 민간설화에서 가져온 단어와 이미지들을 활용해 지역적 특징이 담긴 카르비족의 민중
생활을 보여준다. 이러한 노래들은 관객들을 지역 세계, 지역의 장소, 특징, 강, 새, 동물, 산,
남신과 여신들, 관계와 알려진 특징들, 지역 산물, 지역 의상, 음식, 습관과 관습 등 실제로 지역

186 _ 2020 무형유산 NGO 컨퍼런스

의 물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심미적 환경으로 데려간다. 지역적 차이에도 불구하
고 공동체의 민요에서 공통적인 것은 자연과의 관계, 인간과 자연 관계의 동일성, 전통과 문
화에 대한 태도, 전통적 가치에 대한 심리와 유지이다.

직물 전통과 관련된 민요
1) 창조의 노래
창조의 노래에 서술된 창조 이야기는 어떻게 세상이 형성되었고, 사물들이 존재하게 되었
는지를 이야기한다. 창조 이야기에 담긴 관계들은 우주의 본성과 어떻게 문화들이 그들이 존재
하는 세계를 이해하게 되었는지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카르비 민속사회에서 창조의 노래는
‘케플랑(Keplang)’ 또는 ‘케플란트(Keplant)’로 알려져 있다. 카르비족의 기원 이야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보완하고 보충하며, 카르비의 세계관은 이러한 기원 이야기를 둘러싸고
구성되었다.
2) 카르비 케플랑
카르비족의 기원을 서술하는 케플랑은 민족의 기원을 ‘지구의 배꼽(Longle achete)’에서 ‘흰 산
(long-le kelokabui)과 버마인의 땅(Barmipiakengri/Barmipoakengri)을 지나 현재의 거주지까지
추적한다. 신화에 의하면, 전설의 새 플라크부트피(Plakvutpi)가 수천 개의 알을 낳았고 저마다
의 알에서 각각 공동체가 태어났으며 카르비스족 공동체도 태어났다.
3) 케플랑 또는 창조의 노래
창조주에서 카르비족의 일상에서 쓰이는 다양한 자연의 산물 기원까지 다루는 카르비족 창
조의 노래 범위는 카르비족의 세계관을 구성한다. 헴푸케플랑(‘Hemphukeplang’)은 사람들에
게 특정 규칙, 법규, 이상을 갖고 평화롭게 함께 사는 방법을 가르치고, 신체, 정신, 영혼의 정
화와 평생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 고결함, 겸손, 고약한 성미를 버리고 온화한 성정을 가질 것, 자
존, 건강한 경쟁심, 순종, 정당한 거래와 자신감 등 특정 가치들을 심어주려 한다. 봉 케팡
(Bong Kepang), 탑 케팡(Thap Kepang), 속 케팡(Sok Kepang), 펠로 케팡(Phelo Kepang)
등의 노래들은 기여에 대한 감사, 조상과 전통에 대한 존중과 같은 가치들을 포함한다.
4) 펠로 케팡, 목화의 기원에 관한 노래
펠로 케팡은 목화의 기원과 사회에서의 사용에 대해 묘사하는 민요이다. 펠로 케팡은 목화의
기원과 카르비 민속사회에서 직조의 시작을 구연한다. 펠로, 즉 목화의 기원은 직조의 기원과
무명실로 짠 직물의 생산과 관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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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 케팡이 구연하는 목화의 기원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이야기에 의하면, 한 고아
소년이 아케 푸(전통 낚시 축제)에 낚시를 하러 갔다. 이 공동체의 낚시 축제에서 누구도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이 소년은 매우 큰 특별한 물고기를 낚을 수 있었다. 그가
요리를 위해 물고기의 배를 가르자 그 배 속에는 많은 씨앗이 들어있었다. 그는 씨앗의 사용법
을 몰랐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씨앗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할지 궁금해했다. 그러자 헴푸(신)
가 그의 꿈속에 나타나 각 씨앗의 사용법을 설명해 주며 땅에 심으라고 일러주었다. 목화 씨
앗이 그중의 하나였다. 흥미롭게도 목화는 그전에는 이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소년은 신이
알려준 대로 목화씨를 심었다. 시간이 지나 목화 나무가 자라서 목화가 만개했다. 다시 그는
신에게 목화꽃으로 무엇을 할지 물었다. 신은 소년에게 목화에서 실을 추출하는 법을 알려주
었다. 그리고 실로 천을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었다.

코로나 발발과 그 영향
인도가 코로나19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북동부 지역도 매일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것을 목
격했다. 대도시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 외에도, 지역의 작은 마을과 동네에서 코로나19 환
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바이러스가 공동체 수준까지 전파되었다는 것을 증명한
다.
이번 위기는 항상 보건 체계의 수용자 입장인 토착민들에게도 좀 더 깊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었다. 토착민들이 가지고 있는 무형유산들은 일반적으로 전염병의 발발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다.

영향
사람들의 이동을 금지하고 무형유산의 실천과 교류를 촉진하는 모든 핵심 기관들을 무기한
폐쇄하는 전국적인 봉쇄가 시행되면서, 모든 형태의 무형유산이 이번 위기로 인해 상당히 영
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다양한 민간 또는 정부 기구의 보존 노력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았다. 가장 심각한 타격은 민요 가수, 공예가, 직조공, 민속 음악가 등 지난 6개월
간 수입이 전혀 없이 생계를 제한당한 무형유산 보유자들이 받았다. 이러한 무형유산 보유자
중 대부분은 생존을 위해 자신들의 본업을 버리고 변변찮은 일을 해야 했으며 이것은 무형유
산에 또 다른 중대한 위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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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vs 기회
의심의 여지 없이 코로나19 사태는 무형유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공동체와 조직들에게
중요한 도전을 가져왔다. 이것은 무형유산 보유자들에게도 생존의 측면에서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을 가져왔다. 토착 공동체는 특히 여성의 생존 측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했다.

경제적 영향
토착 공동체들은 정부가 도입한 봉쇄 때문에 생계 수단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다수의 토착민은 일용노동자들이고 이들은 이동 제한 때문에 하루 수
익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다. 국가 경제의 둔화로 인해, 작은 마을에서 변변찮은 일에 종사하
는 많은 토착민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 이미 수천 명의 젊은이가 코로나19에 감
염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대도시를 떠나 자신들의 고향으로 되돌아왔다. 따라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은 토착 공동체들에 큰 타격을 주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무형유산 보유자들을 위한 거의 모든 기회의 장이 닫혔고 무형유산의 대
중공연도 대단히 제한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삼과 같은 주에서 무형유산의 상황에 심각한
도전뿐만 아니라 기회도 가져왔다.
도전은 아주 많고 다양하지만, 무형유산을 위한 기회는 드물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상
황도 무형유산을 위한 몇 가지 기회를 제공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는 주류
토착 공동체들에게 나머지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있으면서 자신들의 무형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전통 의학에서 비롯된 면역 발달이라는 맥락에서
일부 가치 있는 무형유산을 보존하는 것이 적절해졌다. 토착 공동체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전통
의학을 실천해왔고 이것은 많은 알려진 또는 알려지지 않은 질병에 대한 면역을 공동체에 제공
한다. 흥미롭게도 사라질 위기에 처한 많은 무형유산이 가치 있는 전통 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다. 놀랍게도 팬데믹은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앞으로 가져왔다.
이러한 중요한 순간이야말로 무형유산을 보호하는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조직이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사업 활동을 수정하게 만든다. ARHI도 예외가 아니다. ARHI도 접근법, 작업 방
법, 초점에 몇 가지 변화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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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웹 도구와 소셜 미디어 활용
사업 활동은 코로나 프로토콜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점점 더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저 지출과 적은 시간을 들여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소셜 미디어도 더 많이 활용
되기 시작했다.
ARHI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무형유산 공연을 생중계했고 집에 머무는 많은 공동체 구성원
들을 끌어들였다. 구글 미트와 줌 회의의 도움으로 온라인 무형유산 훈련과 워크숍도 가능해
졌다.
2. 디지털 역량 강화
온라인 플랫폼들이 공동체가 기술적으로 정통하길 요구하면서, 디지털 교육과 디지털 도구
활용의 전문가로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가 되었다. ARHI는 공동체 대표
들을 참여시켜 사람들에게 스마트폰과 여타 전자기기 활용을 교육하게 했다.
3. 선구자로서의 토착민 청년들
우리는 토착민 청년들을 자신의 공동체가 보유한 무형유산 보존을 위한 우리의 새로운 전
략을 이행할 선구자로서 고용했다. 이들은 이미 디지털 기술에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공동
체의 다른 구성원들을 동원하여 디지털 기술을 교육하는 일을 맡을 것이다.
4. IEC 자료 개발
무형유산 교육의 메시지를 담은 많은 정보, 교육, 커뮤니케이션(IEC) 자료들이 만들어졌다.
이것은 왓츠앱/페이스북 메신저 등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다량으로 공동체들과 공유될 것이다.
5. 무형유산 보유자들을 위한 대안적 생계 수단
ARHI는 무형유산 보유자들, 특히 여성들에게 수제 마스크 제작을 의뢰함으로써 대안적인 생
계 수단의 기회를 만들었다. 현재 수제 마스크는 인도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수요가 높다. 전통적인 디자인과 모티브가 수제 마스크에 적용되었다.
6. 무형유산 교육과 온라인 학교 수업의 통합
봉쇄로 인해 학교가 온라인 수업을 열게 되면서, ARHI는 무형문화 교육, 특히 펠로 케플랑
노래 부르기를 일부 학교의 외부활동 수업에 포함시켰다. 이것은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많은
수의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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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코로나19 전후 무형유산 보호의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많은 근본적인
질문들을 앞으로 가져왔다. 펠로 케플랑(목화의 기원에 대한 민요)과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현재 상황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지구상 생명체들의 생존을 위한 상호작용 또는 상호의존
을 이해하는 생태적 지혜에 초점을 맞춘 로 케플랑을 활성화하도록 만들었다. 전체적으로, 다양
한 자연물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카르비스족의 창조의 노래 특징은 생태 중심주의, 자연에 대
한 인간의 의존 이해, 오늘날 상황에서 관련성이 더 높은 환경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같은 환
경윤리이다. 노래에 담겨있는 전통 가치들은 젊은 세대가 자신의 땅과 물건들, 그리고 자신의
토착 비인간 물리적 환경의 생존과 건강한 인간의 본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
향을 제시할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은 기관들의 업무에 심각한 도전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엄청난 가능성도 만
들었다. 토착민이 이끄는 ARHI의 무형유산 보호책임은 다양해졌다. 새로운 일상은 전통적인
방법과 접근법을 재구성할 필요를 가져왔다. 여러 활동이 계획되었고, 이들은 현재 상황을 위해
매우 상호적이고 효과적이다. ARHI가 지역의 토착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무형
유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수행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무형유산 교육은 최초로 완전히
디지털 형식으로 학교 교육에 통합되었다. ARHI에 의해 야기된 공동체 내에서의 디지털 혁
명은 무형유산 보호에 공동체를 참여시키는 또 다른 중요한 단계이다. 특별히 언급할 점은 무
형유산을 고취하기 위해 토착민 청년들을 선구자로 동원한 것이다. ARHI가 가져온 긍정적인 변
화들이 무형유산 영역에서 공동체들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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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ICCN 소속 도시들의 대응방안
훌리오 나세르
국제무형유산도시연합, ICCN

무형유산은 우리의 선조들이 심은 정수와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 성장하고 새로운 시대에 적
응하고, 그것을 만들고 지켜온 사회의 문화적 상징이자 정체성의 상징으로서 세대를 걸쳐 우
리에게 도달한 살아있는 유산이다.
이 살아있는 유산은 우리가 코로나19가 초래한 글로벌 팬데믹과 싸우고 있는 지금뿐만 아
니라, 다른 시대에서 언제나 대부분의 공동체를 위한 회복탄력성, 연대와 영감의 원천이었다.
우리의 무형유산은 수차례, 일부는 최근에 그리고 일부는 이미 오래전에, 팬데믹, 전쟁,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 사회가 살아남은 다른 변화들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형유산은 인류
로서 우리가 가진 전통이 적응하고 맞서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우리의 표현들 중 많은 것들이 세계화의 물결 앞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과시와 사
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우리의 것과 아무런 관련 없는 전통들과 거리를 둔다. 그러나 이 순간,
지구화는 우리로 하여금 유산 보호에 관한 정보와 전 세계 공동체의 팬데믹에 대한 반응을
건설적인 방법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우리가 ICCN(국제무형유산도시연합) 회원들
로부터 얻은 반응들이다.
ICCN은 현재 스페인 알헤메시에 사무국을 두고 있고, 31개의 국가, 29개의 도시, 34개의 협
회가 소속된 지역 정부 및 문화기관들의 국제기구이다. 주된 목적은 전 세계 무형유산 보호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촉진이다. 게다가, ICCN은 상호이해와 문화 간 대화를 통해 같은 문화
의 일부인 서로 다른 주민들 사이에서 문화적 평화도 추구한다.
매년 ICCN은 총회 또는 시장들의 원탁회의를 개최한다. 모든 ICCN 회원들의 일을 조정하
고 ICCN의 활동을 조직하기 위해, 총회와는 별개로 집행위원회와 사무국이 설립되었다. 이
기관의 시작은 최대 10개의 회원으로 강릉(한국), 이스파한(이란), 베이트 사후르(팔레스타
인), 파야누르(인도 케랄라), 칵티체 코파니체(슬로바키아), 알헤메시(스페인)의 도시들을 대표
하고, 주된 기능은 ICCN의 연례 의제 설정이다. 반면, ICCN의 활동을 관리하는 매일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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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재 스페인 알헤메시에 위치한 사무국이 수행한다. 이전에는 사무국이 한국의 강릉시에 있
었다.
총회는 2012년 강릉(서울), 2013년 두브로브니크(크로아티아), 2014년 이스파한(이란), 2015
년 슬로바키아, 2016년 시실리(이탈리아), 2017년 베이징(중국), 2018년 알헤메시(스페인),
2019년 베이트 사후르(팔레스타인)에서 개최되었다.
2020년 총회는 지난 6월 22일~25일 한국의 강릉시에서 열려야 했지만, 우리가 고통 받고
있는 국제적인 보건 상황 때문에 취소되었다.
이 모든 사회적 표현들은, 문화 및 지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다른 경험과 대부분
적용될 수 있는 공통되는 기반을 공유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의 일상을 방해하는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었고 문화 및 전통 행사
들의 취소를 초래했다. 이들 중에는 스페인 알헤메시의 마레 데 데우 데 라 살루트 축제
또는 한국 강릉의 단오제 등 유네스코에 의해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축제들도 있었다.
* 축제와 문화행사들의 취소는 지역 산물의 판매 또는 방문객 환대를 통해 이러한 기념식을
수입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 긍정적 측면으로는, 최근 역사상 유례없는 전국적, 국제적 가시성을 제공한 전통의 공유와
보도에 있어서 대중매체와 소셜 미디어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지난 8개월간의 연락 후, 우리는 알헤메시(스페인), 강릉(한국), 파야누르의 포크랜드 국제
센터(Folkland International Center)(인도 케랄라), 베이트 사후르(팔레스타인), 하노이 베트남
여성 박물관(베트남)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마레 데 데우 데 라 살루트 (스페인 알헤메시)
건강의 성모 마리아상에서 나와 의례와 춤의 조성에 맞춰 날아다니는 화려한 나비가 올해를
알헤메시에서 가장 특징적인 기념식으로 선언했다. 9월 7일과 8일에 기념하는 축제는 코로나
19로 인해 연기되었지만, 조직위는 전통이 살아있도록 올해의 포스터를 편집했다. 올해는 축제
라는 단어를 피하고, 포스터는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 바치는 경의의 표현이
되었다. 이미지 아래 적힌 표어는 ‘건강과 희망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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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디자인은 나비를 통해 인간의 연약함을 강조한다. 자세히 보면, 날개가 춤과 의례의
형태와 색상을 어떻게 담고 있는지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더 가까이 살펴보면 나비가 건강을
얻기 위해 애쓰면서 어떻게 성모마리아의 형태를 구성하는지 볼 수 있고, 위로 날아오르는
모습은 우리가 다시 누리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자유와 일상으로의 복귀를 상징한다.
팬데믹에 대한 사회와 공동체의 대응 중 사회적 거리두기는 모든 행사에 영향을 주었다. 그
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봉쇄가 시작된 이후 축제를 위한 유례없는 무형유산 연대와 방송
활동을 가져왔다.
알헤메시 축제는 중세(1247)에 시작되어 많은 대중이 참여하는 축하 행사이다. 할아버지에서
부모로, 그리고 아이들로 전달된 이 의례는 일련의 미스터리와 순교에 관한 이야기들과 200여
개의

돌사이네스(dolçainers)에

의해

연주되는

63개의

곡들,

스촐라

칸토룸(Schola

Cantorum)과 지역 음악 밴드의 합창으로 구성된다. 그중에서도 두드러지는 것은 무익세랑가
데 알헤메시(Muixeranga de Algemesi)의 엄숙하고 리드미컬한 소리이다. 이 선율은 도시의
경계 너머로 그 상징적 힘을 확대해 모든 발렌시아 사람들의 문화유산이 되었고, 2011년부터는
전 세계 시민들의 문화유산이 되었다.
성서의 표현들과 백 년간 이어져 온 춤은 로마,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의 의식을 연상시
킨다. 이것은 이 땅의 정수가 녹아든 문화, 악기가 만들어내는 소리에서, 선율을 위한 영감에
서, 축제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의상에서 구체화되는 문화들이다.
돌사이나(dolçaina)와 타발(tabal)의 음악, 무익세랑가(Muixeranga)로 알려진 인간 탑과 함께
연주되는 관현악곡, 바스토네츠(Bastonets), 파스토레테스(Pastoretes), 카르소파(Carxofa), 아
르케트스(Arquets), 야우라도레스(Llauradores), 토르네한트스(Tornejants), 볼란트스(Volants,
성모 운반자들)의 춤 공연은 집단의 기억을 재현하고 자극하며 시각과 청각을 통해 위대한
화합이라는 공통의 보편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축제행사동안 알헤메시는 종교의식,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풍경, 그리고 1,400명 이상이 참
여하는 행렬이 지나가는 17세기 기념비적 환경을 구성하는 신앙과 문화의 사회적 틀과 함께
지중해와 발렌시아 전통의 살아있는 박물관이 된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유네스코의 제6차 정부간위원회는 마레 데 데우 데 라 살루트 축
제의 무형유산 등재를 결정했을 때 “알헤메시의 전 사회가 그들의 전통을 보호하고 영속화하
는 데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봉쇄 기간,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영향에 주목했다. 춤과 의례에 참여하는 다양한 집단의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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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은 연중 이어지지만, 최종 준비는 7월에 시작한다. 봉쇄 기간 모든 집단은 국제적 역학을
따랐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일련의 공연들을 보여주면서 집에서 화합의 메시지를 나누었다.
발렌시아 축제박물관에서 우리는 한국, 인도, 이란,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프랑스,
에스토니아, 베트남, 스리랑카, 팔레스타인과 의례를 동반한 공연을 공유하고 교류했다.
사람들의 봉쇄는 공동체의 나머지에서는 보통 잠잠한 수개월 동안 전통 의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돌사이나와 타발 학교들은 온라인으로 훈련을 계속했다. 그리고 의례 댄서 무
익세랑가 또는 토르네한트스도 온라인으로 지도를 계속했다.
발렌시아 축제박물관은 문을 닫았지만, 내부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돕고 ICCN을 통해 다른
모든 연대의 메시지를 공유하면서 업무를 이어갔다.
우리는 또한 스페인어, 카탈로니아어, 영어로 제공되는 문서 정보와 함께 다양한 춤의 파노
라마 전경과 사진, 360도 영상을 통해 박물관과 9월의 축제에 온라인 방문을 시작했다.
이 경험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독일, 포르투갈, 멕시코, 콜롬비아, 영국, 벨기에, 아르헨티나,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브라질, 우크라이나, 스위스, 우루과이, 프랑스,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페루, 안도라, 체코, 베네수엘라, 불가리아와 리비아가 뒤를 이었다.

타운홀과 축제 게시판
6월, 축제는 확실히 취소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의례 행사만 치러졌다. 타종은 기
계로 이뤄졌고 니트 델 레토른(Nit del Retorn, 돌아온 전야) 콘서트는 실내에서 관중 없이
진행되어 지역 방송국을 통해 방송되었다.
9월 6일과 7일, 소셜 미디어에서 #AlgemesiUNESCO2020 해시태그를 활용해 축하 사진들이
넘쳐나는 성공적인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우리는 축제 자체가 취소된 사실은 제외하고, 무형유산은 최소한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말
할 수 있다.
의례 무용에 참가하는 집단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계속 연락을 취했고, 봉쇄가 해제되었을
때 필요한 안전 조치들을 지키며 주기적인 회의를 열었다.
약간 영향을 받은 유일한 춤은 무익세랑가이다. 인간 탑의 정상에 오르는 소년 소녀들을 훈
련시키는 것은 이들의 나이와 몸무게를 고려할 때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불가능했
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다.
축제의 취소는 카르소파(Carxofa)와 아르케트스(Arquets) 춤에 참가하는 소녀들에게도 영
향을 주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특정 나이가 되어야 참여할 수 있는데, 이 춤에 참가하기 위한
대기 목록은 매우 길고 새로운 소녀들이 참여할 준비가 되어 추가되기 때문이다.
나머지 의례는 축제가 연기된 것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지역 악단과 돌사이나와 타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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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온라인상에서 모였고 전통적인 교육에서의 나머지 학생들이 그랬듯이 새로운 기준으로
돌아갔다.
9월 7일과 8일 축제는 매체에서 공개되었고 발렌시아 지역 방송국은 2019년 축제의 전 과
정을 방송했다.

단오제 축제 (한국 강릉)
강릉 단오제는 2015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1967년부터 한국의 국가
무형문화재 제13호이다. 축제는 조선 시대 민속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개최되고 1975년부터
인기 있는 축제였다.
단오제는 대관령국사성황제(강릉을 보호했다고 믿어지는 승려 범일국사에 바치는 제사)와 영
신제(신을 맞이하는 의례) 등의 의례를 포함한다. 이러한 의례의 뒤를 이어 민속공연, 씨름,
그네타기, 줄다리기가 벌어진다. 단오제 동안 방문객들도 전통 혼례 의식 보기, 수리취떡 만들
기, 창포물에 머리 감기, 신에게 바친 음료 마시기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한다. 지역 사투리 경
연대회와 그 외 문화적 프로그램들도 있다. 조직위는 2020년 축제의 취소를 결정했지만, 온라
인 커뮤니케이션은 전통이 살아있게 했다. 지역 방송국은 무관중으로 방역 수칙을 지키며 열린
의례 일부를 방송했다.

포클랜드 민속문화국제센터(Folkland International Center for Folklore and
Culture) (인도 케랄라 파야누르)
포클랜드 민속센터는 인도 케랄라 파야누르에 자리 잡은 민속문화를 홍보하는 NGO이다.
1860년 인도 사회법에 의해 등록된 조직이고 1989년부터 존재했다. 주된 영역은 공연 예술,
구전전통, 수공예, 의례와 축제이다. 본 기관은 팬데믹 동안 ICCN 회원들 중에서 가장 활발
한 활동을 했고, 최근 수개월간 거의 매일 온라인으로 전통, 수공예, 의례 또는 축제에 관한
경험을 공유했다.
아래는 봉쇄기간동안 포클랜드 민속센터의 설립자인 자야라잔 (V. Jayarajan) 박사가 공유
한 경험 중 하나이다.
“인도의 많은 주들은 우기에 사용하기 위해 야자나무 잎과 다른 생물 소재로 만든 다양한
종류의 토착 우비와 우산을 가지고 있다. 거의 모든 인도 아대륙의 마을과 산간 지역, 그리고
특히 북동부 주들에 사는 사람들은 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종류의 생물 소재 도구
들을 사용하는 것이 목격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우비와 우산들은 심지어 오지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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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광경이 아니다. 야자나무 잎으로 만든 우산과 천연 우비는 이미 접이식 우산과 플라스틱
비옷으로 대체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케랄라주 토착 공동체에 속한 수공예 장인이 잎과 줄
기를 이용해 우비를 만드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 카사르고드(Kasargod)에 사는 암바디
(Ambadi)씨는 우비를 만드는 데 능숙하고 팬데믹 기간에 다시 우비를 만들기 시작했다. 포클
랜드의 지원으로 그는 40년간의 공백기 끝에 수공예를 시작했다. 이것은 지역 언어로 코람바
(Koramba)라고 불린다. 코람바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올라 코람바(Ola Koramba)는 코코넛
잎으로 만들어졌고 2년간 쓸 수 있다. 두 번째는 야자나무 잎으로 만든 코람바(Pana Ola
Koramba)이고 세 번째는 갈대 사이에 뿌리식물의 잎을 끼워 넣어 만든 마라 코람바(Mara
Koramba, 나무 코람바)이다. 이런 종류의 우비는 수십 년간 쓸 수 있다. 오랜 전통의 재창조
와 함께, 암바디씨와 마빌란 토착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은 봉쇄기간동안 부족 집단 내에서 코
람바 수공예 기술을 되살림으로써 전통기술을 보존했다. 이것은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체의 열렬한 관심을 지지한다. 더 많은 목재 우비를 만들게 되면서 전 공동체가 더 많은
갈대와 약초를 심게 되었다.

베이트 사후르(팔레스타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는 팔레스타인의 일상을 뒤흔들었고 많은 전통적인 사회 및 문화 활
동과 행사들을 취소하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연례 성모마리아 행렬은 거행되었지만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제한들로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신성한 행사에 수반된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다.
공동체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여러 활동들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항했다. 여성이 이끄는
시 위원회는 지역 여성과 가족들을 위해 줌을 통해 팬데믹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다루는 것과
안전한 집안 환경을 유지하는 것에 관해 온라인 회의를 열었다.
많은 현지인에게 주된 이슈는 일자리와 사업을 잃은 것이고 이것은 많은 가족들에 상당한 영
향을 주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열리고 있는 매우 중요한 공동체 유산 활동 중 하
나는 농업 프로젝트이다. 시민들은 자신만을 위한 식량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
들에게 식량에 대한 접근권을 주기 위해 식량을 재배하기 위해 자신들의 땅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체와 농업 유산을 수용했다.
현지 가족들은 식량 재배에 사용되도록 자신들의 토지 사용권을 베이트 사후르 시에 기증
했고 이것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그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공동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현지인들 간 사회적 협력에서 나타나는 사후리 유산의 정신을 반영한다.
베이트 사후르의 유산을 반영하는 연례 전통 활동들이 취소되면서 무형유산은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았고 지역 공동체에 사회문화적 간극을 남겼다. 역사적인 구도시 베이트 사후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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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하고 되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 공예품이 판매되고 전통음악이 수반되는 지역 축제인
히카야 시장과 같은 필수적인 공동체 행사가 올해는 열릴 수 없었다.
문화유산에 속하는 다른 여러 행사들도 취소되어 베이트 사후르의 사회생활에 유형의 공허
감을 남겼다. 이러한 축제와 행사들은 베이트 사후르의 전통적인 트레이드마크이고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혜택을 주었지만, 이들이 취소되면서 추가적으로 무형유산도 파괴되었다.
전통 결혼식의 중단은 팬데믹의 엄청난 영향을 보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이다. 이 중 “헤
나의 밤(Henna Night)” 혹은 “송별의 밤(Farewell Night)”이라고 불리는 활동은 결혼식 전 마
지막 날에 신부를 위한 축하 행사이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오래된 풍습이고 아랍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의례 중 하나가 되었다. 이 행사는 밀집된 모임과 신체 접촉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 참석자들 사이에 바이러스가 퍼질 것을 우려해 이 특별한 밤을 둘러싼 의례는
완전히 중단되었다.
축제의 취소는 현지 상품을 판매하며 이러한 문화적 행사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
에게 재정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지역 음악가들과 문화 프로그램들은 축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지역 방송국에서 공연과 쇼를 방송하려고 노력했지만, 이것은 실외에서 가족 및
친구와 함께 음악과 프로그램을 즐기는 것과 같지 않다.

베트남 여성 박물관(베트남 하노이)
베트남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해 신속히 활동을 수정한 박물관 중 하나인 베트남 여성 박물관
(VWM)은 “관람객이 박물관으로 올 수 없다면 우리가 박물관을 집으로 가져간다”는 표어를
채택했다.
실제로 박물관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초점을 디지털 참여로 옮겼다. 박물관 직원들은 집
에서 박물관 전시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선했다. VWM은 또한 봉쇄기간동안
교육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반응해 방송물을 제작하는 데 시간을 투자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인구학적 배경의 시청자들에게 베트남 여성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할 수 있길
바라며 박물관 내 유물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유한 일련의 유튜브 영상이 포함된다. 추가로,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박물관 내 물건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간 동안 더 많은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고 참여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야기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직원들은 교육적 가치가 있는 영
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방법을 찾았다. 박물관은 페이스북에서 짧지만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공
유하는 것으로 초점을 이동시켰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전시 활동에 가져온 도전들을 이해함으로써, 베트남 여성 박물관은 다
양한 관객들에게 베트남 여성의 역사와 유산을 계속 공유하기 위해 새로운 웹사이트에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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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온라인 전시회를 만들어 공개했다. 이 전시회들은 VWM의 큐레이터들이 힘들게 편집하
고 디자인한 콘텐츠와 이미지들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애국심과 자부심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돕는다. 이와 함께 문화 및 역사적 유물 수집에서 공통의 기대를 가진 기관들 사이에 유물
수집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이니셔티브가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
고, 박물관 직원들은 여전히 가치 있는 물건들을 기부받고, 개인 수집가와 대중들로부터 수집품
을 기부받고 있다.
박물관이 지금까지 수행한 모든 활동들은 부분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유산의 가치를 보존
하고 높이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요약하면, 코로나19가 무형유산을 대표하고 팬데믹으로 인해 폐쇄되거나 취소된 박물관, 축
제와 연희를 둘러싼 환대 활동에 부인할 수 없는 경제적 충격을 주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전통은 기억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봉쇄 기간 동안에도
매우 유용한 역할을 수행했다. 새로운 기술은 우리를 정의하는 문화적 요소들을 공유하고 자랑
스럽게 보여주는 데 매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멈추어야 할 필
요성이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를 자신들의 과거와 자연에 연결시키는 공예 기술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었다. 언제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무형유산은 공동체들을 위한 진정한
회복력의 거대한 보고로서 그 중요성을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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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예술과 문화교육 혁신

제프리 풀린
크리에이티브 제너레이션

서론
봉쇄조치, 마스크, 화상회의로 정의되는 코로나19 대유행은 물리적 거리두기, 가정 및 온라인 학
습, 문화시설의 휴관, 전 세계 청소년의 창의성 저해 가능성의 시대로의 세계 변화를 초래했
다.
최근 한 동료가 영국 작가 닐 게이먼(Neil Gaiman)의 에세이 ‘희망의 메시지(A Message of
Hope)’를 공유해 주었다. 저자는 세계를 뒤덮은, 어쩌면 다시 덮을 수 있는 코로나19 바이러
스 장막을 집단적으로 경험하는 공포, 혼란, 슬픔, 멈춤의 비정상적인 순간으로 묘사한다.
“이 기이한 멈춤의 시간에 취약함에 대해, 회복탄력성에 대해, 그리고 복원에 대
해 한마디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 호흡과 다음 호흡 사이를 지칭하는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들숨과 날숨 사이의 멈춤. 우리가 바로 거기, 그 늘임표
속에서 살고 있으며 세상 모든 이들이 다시 숨 쉴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Gaiman, 2020)
그의 날카로운 통찰은 창조적인 작가들만의 방식으로 이 독특하고 전례 없는 순간에 대한
강력한 이미지를 선사하고, 집단 사회로서 우리는 특정되지 않는 시간의 멈춤 속에서 작동한다.
이 멈춤은 범세계적 팬데믹으로 시작되었으며, 모든 인간 상호작용을 규정하는 수많은 즉각
적인 신호를 앗아갔다. 그 후, 효과적인 의료보건과 웰빙 서비스에 대한 국가적 대응 실패,
실업률 증가와 함께 경기침체 심화, 코로나와 경기침체가 빈곤층과 농촌 등 기타 사회 소외
계층에 불균형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관한 늘어나는 인식 등 위기 상황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위기들은 개별적이지만, 청소년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형유산 기관들에게는 총체적인 어려움이다.
2020년 초에 동료와 함께 ‘창의 청소년 개발(Creative Youth Development, CYD)'2)이 미국
2) 창의 청소년 개발은 창의성 함양, 탐구, 표현을 긍정적인 청소년 발전 원리에 통합해 청소년의 상상력을 키우
고 비판적인 학습과 생활력을 배양하는 오래된 실천 이론을 이르는 최근에 만들어진 용어다(Creative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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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어떻게 조직되는지 살펴보는 여정을 시작했다(자세한 내용은 Poulin & Wolf, 2020, 출간 예
정 참조). 그 연구 결과는 무형유산 분야의 NGO에 직접 적용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연구의 범
위를 확대해 코로나 대유행의 초기에 유네스코가 ’모범사례‘로 인정한 일련의 무형유산
NGO에 관한 분석을 실시했다.
코로나19 확산과 기타 유사한 위기를 다루어야 하는 상황에서 무형유산 기관들이 자신들의
공동체 내에서 코로나 초기에 실시한 효과적인 활동에서 파악된 트렌드를 파악해 이들 NGO의
미래를 알려주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코로나19와 기타 위기에 대한 미국 대응의 맥락에서 저자가 이전에 수립한 이
론적 모형화에 대해 다룬다. 이후, 예술과 문화교육 부문의 유네스코 ‘모범사례’에 대한 조사
를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무형유산 기관들이 코로나 사태와 기타 위기를 다룰 때
활용할 수 있는 몇몇 교훈을 조명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연구 결과를 이론적 모델에 접목시켜 논
의를 진행한다.

조직개발을 통한 혁신
2020년 초 샌디에이고 창의 청소년 개발 네트워크(San Diego Creative Youth Development
Network)와 매사추세츠 문화원(Massachusetts Cultural Council)으로부터 CYD 조직 대표(경
영진, 직원 및 청소년)가 참여하는 두 지역의 네트워크 모임에 참관 초대를 받았다. 공유된 주
제별 대화를 통해 많은 CYD 조직이 무의식적으로 조직개발의 작업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
을 관찰했다. 이 연구 분야의 선구자는 폴란드 출신의 이론가 쿠르트 레빈(Kurt Lewin, 1890~1947)
으로 조직개발은 주로 영리를 추구하는 실업계에서 활용된다. 그러나 변화 관리에 관한 기초 이론
들의 언어를 빌어 2020년 초 CYD 또는 무형유산 NGO에서 나타난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다.
이들 문헌은 미국의 비영리 분야와 관련해서는 예술경영과 교육 부문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따라서 저자의 구체적인 연구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레빈은 조직개발을 단순한 3단계 모델로 제안하고 이에 따라 리더들은 조직이 알려진 현재
상태에서 진화를 거쳐 실현된 새로운 미래 상태로 이동하는 것을 관리한다. 레빈의 3단계는
‘동결’, ‘변화’ ‘해동’으로 구성된다(Hussain, Akram, Haider, Hussain, & Ali, 2016).
2020년 4월 초에 관찰했던 대화에서, 조직 대표들은 자신들의 프로그램이 전국적인 코로나19
셧다운으로 인해 어떻게 대부분 ‘동결’되었는지 설명했다. 매사추세츠 문화원(2020)이 주관한
행사에서 프로그램 연행자의 요청사항을 관찰하는 동안, 한 옵서버는 그들의 건물이 때맞춰
얼어붙는 것 같았다고 언급했다. 레빈은 이 현상을 ‘동결’ 또는 조직 운영이 보류 상태로 이동

Development National Partnership,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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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한편, 전략 결정 또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 기술한다.
‘변화’ 단계에서는 직원, 매니저, 수혜자 등 수많은 이해당사자가 작업의 재구상에 참여한다
(Hussain, et al. 2016). 관찰 대상이었던 프로그램에서는 경영진이 직원과 청소년과 함께 작
업을 재구상했다. 이 과정은 의도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대개 그렇게 진행되지만, 기업이나
조직이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는 특히 직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긍정적인 청소년 개발에서
세대 간 의사결정을 작업의 일환으로 육성하는 고도로 발달한 조직의 경우에는 이것이 일반적
인 관행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CYD 프로그램 중 하나인 매사추세츠 로렌스의 사고 증진
(Elevated Thought)의 경우, 원래 진행되던 상태로 동결되었다가 청소년 리더들의 손에서 변화되
었다. 7월 당시 ‘사고 증진’ 프로그램 스케줄은 청소년 주도로 새롭게 재창조되는 방식으로 해
동 상태에 있었다.
프로그램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고전하기 시작하자, 프로그램은 레빈의 ‘변화’ 상태에서 ‘해동’
또는 재개방 상태로 이동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여파가 급속도로 전파됨에 따라 이러한
전환은 프로그램에 수많은 난관을 제시했다. 살펴보았던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지역 공동체에서
코로나로 촉발된 불균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지속적인 불공평으로 인해 시민들의 동요와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또 다른 사례로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CYD 조직은
성공적으로 ‘해동’을 거친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했다가 주변 지역의 경기 불황과 소요
사태로 인해 프로그램을 제공할 다른 경로를 구축할 필요가 생겼고 다시 동결에 들어갔다.
외부인의 시각에서 관찰 대상 프로그램이 나타내는 대응 방식의 변동과 관련해서 2020년 사
태의 지속적인 성격 때문에 대다수 프로그램에서 ‘해동’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레빈의 2단
계에 해당하는 ‘변화’ 단계가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시점에)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
다.

작업 모형 제안
프로그램이 겪고 있는 조직 변화의 유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고의 저자는 동료와 함께
단순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자 모색했다. 이 모형을 통해 (특히 급변하는
환경에 처한) 프로그램 리더가 급격한 변화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나아갈 경로를 매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했다. 많은 문헌을 살펴보고 상기에서 기술한 언어에 맞도록 수정할 수
있는 단순화된 모델을 선택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학자들은 특히 빠른 대응이나 위기의 시기에 개인이나 조직의 변화
에서 관찰한 현상에 관해 설명하고 모델을 제시했다. 일부 문헌은 창의성 연구를 다루었고
(Nakamura & Csikszentmihalyi, 2014), 그 밖에 신뢰 게임을 다룬 문헌(Rohnke,1984)이 있
었다. 론케(Rohnke, 1984)가 수립한 모델은 신뢰 구축, 상호지원 증진, 민첩성 개발 등 몇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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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목표에 초점을 맞춘다. 대부분 암벽등반과 다른 유사한 기술에 적용할 수 있지만, 현대 연
구자들이 론케 연구에서 도출한 시각적인 모델은 안전지대(Comfort zone), 학습지대
(Learning zone), 공포지대(Panic zone)에 초점을 맞추며 종종 NGO 분야에 적용된다.
이 모형은 최근에 널리 알려졌으며 CJ 알바라도(Alvarado, 2015)에 의해 조직 성장과 연계
되었다. 그는 위기에 대한 조직의 대응을 설명하기 위한 프레임을 주로 묘사하였다. 이 프레
임은 안전지대, 학습지대, 공포지대는 물론 지대들 안에 존재하고 기회로 연결되는 회랑을 보여
준다. “안전지대를 벗어나 학습지대로 진입하면, 새로운 기회는 물론 가능성도 발견하게 된다.
학습지대에는 새로운 기회로 연결해 주는 회랑이 있기 때문이다.” 위기에는 안전지대를 벗어나
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지대에서 강제로 쫓겨난다. 이것은 많은 기회의 문이 줄
지어 서 있는 회랑으로 이어진다고 알바라도는 말한다. 여기서 ‘안전지대, 학습지대, 공포지대
를 헤쳐 나아갈 때 어떻게 기회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여기 사용된 용어 일부는 무형유산 프로그램의 작업과 무관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은 인정한
다. 가령, 여기서 ‘안전’의 개념은 개인과 불안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무형유산 조직의 일상
적인 작업을 기술하기 위해 이 개념을 활용해 추정해 보면, 잘 아는 일이고 조직이 잘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높은 불안을 야기하지 않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활
동 유형(칙센트미하이(Csikszentmihalyi)의 창의성이나 론케의 모험 놀이)과 연관이 없고 오히려
조직 성장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
서 알바라도의 모델을 선택했다.
게다가 레빈의 조직개발 3단계
동결, 변화, 해동을 안전지대,
학습지대, 공포지대와 접목시킬
수 있다.

그림 1. 브리짓 우드베리(Bridget Woodbury) 디자인

세션 2. 코로나19가 NGO 활동에 가져온 변화 _ 205

Stained Opportunity zone

지속적 기회지대

Insight & Learning zone

통찰력 & 학습지대

Fear & Uncertainty zone

공포 & 불확실지대

Comfort zone

안전지대

Crisis / Disruption

위기 / 혼란

Opportunity Scenario

기회 시나리오

Typical 'short circuit' Scenario

전형적인 지름길 시나리오

알바라도의 모델을 약간 수정해서[그림 1] CYD 프로그램 리더들을 관찰하며 들었던 언어를
지대의 병렬구조와 통합했다.
‣ 공포 & 불확실
‣ 통찰력 & 학습
‣ 지속적 기회
각 지대는 위기 상황에서 프로그램과 그 리더들이 보일 수 있는 대응의 유형을 나타낸다. 중
심에 있는 ‘안전지대’는 프로그램이 임무 주도형 접근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위기 전
상태를 말한다. 보라색 원으로 표시한 위기는 세계적인 유행병에서 자연재해, 또는 리더십의 부
재와 같은 특정한 조직의 파열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혼란이 될 수 있다.
위기의 바깥 고리들은 레빈의 조직개발 단계에 맞춰 조정했다. 공포와 불확실은 ‘동결’, 통
찰력 & 학습은 ‘변화’, 지속적 기회는 ‘해동’과 짝을 이룬다.
또한 그림에서는 위기를 통해 경로가 달라지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여준다. 첫 번째는 전
형적인 ‘지름길’ 시나리오로 프로그램이 혼란의 결과로 안전지대를 벗어나 공포와 불확실로
옮겨가서 잠시 상황에 적응하지만, 위기에서 얻은 통찰력과 학습은 그대로 뒤에 남겨둔 채
안전지대로 되돌아온다. 두 번째 기회 시나리오는 프로그램과 그 리더들이 혼란의 결과로 안전
지대를 벗어나 공포와 불확실과 씨름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통찰력과 학습을 얻고 그
결과 지속적 기회로 어떻게 성장해 나아가는지 보여준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분산적 리더십
과 성장 마인드셋을 갖춘 무형유산 프로그램에서 관찰된 행동에서 추진되었다.

예술교육의 모범사례
2020년 5월 25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에서 유네스코는 전 세계 젊
은이, 공동체, 단체들이 어려움에 직면한 시기에 행사의 의미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오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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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세계는 인류의 상호의존성과 취약성을 드러낸 또 다른 비극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창의성이 가진 놀라운 힘을 다시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예술은 격리에 대한 강력한 위안이자 감정을 표현하는 배출구이며 무엇보다 연대
를 공유하고 강화하고 표현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창의성은 위기의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탄력성을 증진합니다. 상상
력을 키우고 호기심을 일깨우고 인간의 풍성한 재능과 다양성을 감상할 수 있도
록 아주 어린 나이부터 창의성을 키워야 합니다. 이것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교
육입니다. 전 세계 학생의 91%가 학교 휴교의 영향을 받았고 90% 이상의 박물관
이 휴관하고 세계의 예술가들이 생계에 곤란을 겪는 이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세
계예술교육주간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Azoulay, 2020).
코로나 상황 속에서 유네스코는 공동체가 직면한 지속적인 위기의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혁
신적인 방법을 조명하고자 전 세계에 모범사례를 요청했다. 유네스코의 사례 공모는 저자의
미국 CYD 프로그램 분석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다. 두 연구는 모두 디지털 전달, 정신 건
강과 웰빙의 연관성, 가정 또는 공동체 교육자의 역량 강화와 관련해 유사한 결과를 도출했다.

유네스코의 모범사례
유네스코는 총 41개 프로젝트를 확인했으며 아프리카, 아랍, 유럽 & 북미, 중남미 & 카리
브해, 아시아 & 태평양의 5개 권역으로 분류했다. 전 세계에 걸친 프로젝트를 예제로 활용해
주요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프로젝트 정보와 리소스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무형유산 NGO에 종사하는 연행자의 분야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제출 당시(2020년 5월 1일) 코로나19 대유행의 결과로 전략을 변경한 모범사례는 대략 절반
(n=41, 53.6%) 이었다. 해당 프로그램 가운데 청소년과 공동체 구성원에게 프로그램을 제공
하기 위해 디지털 활용, 인터넷에 의존하는 비율은 100%에 달했다. 하나의 사례로서 어려운
시기에 음악과 음악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카트만두 재즈 음악원
(Kathmandu Jazz Conservatory)이 소개되었다. 네팔 사례는 지속적으로 자연재해에 대비해
온 특성 덕분에 온라인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은 상당히 간단하게 진행되었다. 온라인 음악 교
육을 위한 인프라는 네팔 각지를 황폐화시킨 2015년 지진 발생 이후 구축되었다(UNESCO,
2020).
분석을 통해 확인된 하나의 특징은 무형유산 기관들이 예술이나 학문 발전을 넘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서비스에 집중한다는 점이었다. 대상 프로젝트의 1/3이 청소년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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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웰빙을 지원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예술과 문화를 활용한다. 해당 사례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어린이의 정신 건강과 정서 상태를 지원하는 중앙
아시아의 #아트커넥트(#ArtConnects) 온라인 강좌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성공적인 회복과 웰빙을 증진하기 위해 어린이의 정신 건강과 감정 상태를 개선할 목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술교육의 디지털 전달에 구체적인 초점을
맞추었다(UNESCO, 2020).
유사한 방식으로, 관찰 대상 프로그램의 약 40%는 코로나 사태 동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부모와 공동체 연장자와 같은 다른 유형의 교육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공통적인 전략은 툴킷, 교육 지침 및 기타 리소스를 제작해서 가족과 지역 공
동체에 디지털이나 물리적으로 전달해 교육과 문화 발전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했다. 문화예
술을 위한 교사 가이드(Teacher’s Guide for Culture and Arts) 사례와 같이 어린이를 대상으
로 문화와 예술 기반 활동을 효과적으로 촉진한다. 유네스코의 청소년과 함께하는 세계유산 교
육 프로그램에서 영감을 받은 CISP는 교육 분야와 예술 방법론의 교사와 전문가들과 협력해 매
뉴얼을 개발했다. 이는 교사와 멘토가 문화와 예술을 정규교과과정 이외의 활동으로 활용해
문화유산, 평화, 사회 포용을 촉진하는 도구로 활용한다(UNESCO, 2020).

미국 CYD 프로그램의 코로나19 대응 방식 탐구
유네스코가 전 세계의 연계 프로젝트에 대한 ‘모범사례’를 확인하는 시기에 미국의 CYD
프로그램과 그 리더들 사이에 유사한 트렌드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CYD 리더들과의 전
략적 대화를 추진해 ‘조직은 무엇으로 기회 경로를 포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탐구했다.
‘공포, 성장 및 기회 프레임워크’의 확장된 버전을 바탕으로 CYD 프로그램, 그들의 리더(경
영진, 직원, 청소년), 몇몇 지역 네트워크를 연계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이들의 대응을 조사했
다. 시카고 베이 지역, 샌안토니오, 중부 뉴저지, 워싱턴 D.C.를 대표하는 이들과 함께 매사
추세츠, 피츠버그, 샌디에이고 지역 네트워크의 이해당사자들이 개최한 CYD 프로그램을 대
표 표본(n=48)으로 대응을 수집했다.
이 대화에서 수집한 내용은 CYD 리더들이 묻는 질문이었다. 이러한 응답을 수집한 후 질
문이 공포 & 불확실지대, 통찰력 & 학습지대, 연속적 기회지대에서 등장함에 따라 리더의
구체적인 질문을 범주화하고 개선하고 주제별로 정리했다. 반복적으로 다섯 가지 행동 지향
적 주제가 나타났다.
‣ 내부 성찰 및 통찰력 활용
‣ 생산적인 협업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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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디자인 강화
‣ 조직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향상
‣ 공유 리더십 함양
이러한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근 발행된 <예술교육 정책 리뷰 Arts Education
Policy Review> 특별 호에서 다루었다.
확인된 각 영역에서 프로그램이 기술에 대한 새로운 의존에 의문을 제기하고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하고 청소년이 주도하는 조직으로서 정기적으로 활용하는 분산적 리더십을 확대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지 탐구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게다가 제공되는 서비스에 변화가 있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사례로, 한 음악 프로그램은 어려움에 처한 가족에게 음
식을 전달하기 위해 음악 교습은 완전히 중단했다. 마지막으로 원거리에서 프로그램의 디지털
및 물리적 자료를 활용해 부모와 양육자가 가정의 교육자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학습자는
물론 가족 전체를 위한 온라인 지침을 수립하고 전파하고 제공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전 세계 무형유산 공동체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유네스코 연계 프로그램이나 미국의
CYD 프로그램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무형유산 분야 NGO는 디지털 전
달에 대한 새로운 의존성,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웰빙과의 연계, 가정이나 공동
체 교육자의 역량 강화를 다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미래를 위한 교훈
미래 지향성에 주목했다면, 무형유산 NGO가 직면할 가능성 있는 잠재적이고 선호되는 미
래에 대한 장황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의 과정과 그 이후
공동체와 조직이 직면할 급격한 변화의 속도를 고려해 광범위한 모델링을 수행하기보다는 과
거를 관찰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
1) 지속적인 기회 도달
이 글의 첫 부분에서 개발하고 공유했던 조직 변화에 초점을 맞춘 모형을 다시 상기해보면
무형유산 NGO에서 관찰된 트렌드가 미국의 CYD 분야에서 확인된 사항을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형유산 NGO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위기에 처했고, 일부 NGO는 공포와
불확실을 무릅쓰고 빠르게 적응해서 통찰력과 학습을 얻었다. 반면, 일부는 지름길을 돌아 안전
지대에 머물렀다. 이 모델링과 유네스코 모범사례의 추가 분석을 통해 무형유산 NGO가 어디
에서 혁신을 이루어지고 지속적인 기회에 도달할 수 있는지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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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다.
유네스코가 확인한 ‘모범사례’의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트렌드가 확인되었고, 이
를 통해 무형유산 조직의 미래 모습을 알 수 있다.
‣ 첫째, 조직은 디지털 전달과 인터넷의 상호의존성을 이해해야 한다.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
하기 위한 안전한 거리두기와 건강에 기반을 둔 모델뿐만 아니라 학습과 지식 소비의 민
주화를 위한 것이다.
‣ 둘째, 조직은 활동을 정신적, 육체적 행복과 같은 청소년과 공동체의 절박한 요구와 연계
해야 한다.
‣ 셋째, 조직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지속적인 학습과 문화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가정과 지
역사회에서 부모, 연장자 등 다른 교육자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겸손하게 행동해
야 한다.
2) 앞으로 해야 할 일
오늘이나 앞으로 몇 달, 또는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몇 년 동안 무슨 일이 발생하든 무형유산
NGO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적인 여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NGO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공동체의 요구에 적응해야 하기 때
문에 NGO의 변화 궤적을 추적함으로써 종적 연구가 무형유산 분야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조직에서 리더의 역할 및 리더가 위기(보건, 재정 등)를 통해 조직 변화를 이끌어가는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유네스코, 국가, 지역 및
시)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이 무형유산 조직이 그들의 적응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미래를 생각하는 무형유산 NGO는 과거를 통해 배울 수 있고 대상이 되는 청소년과 공동체의 니
즈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 또한, 즉각적으로 대응해 행동함으로써 공동체의 자산으로서
역할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의도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다. 위기 속에서 무형유산 NGO는
사회의 문화 구조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그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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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칼라샤 지역의 무형유산을 통해 보는 유산교육 촉진

지아수딘 피르, 미자 우바이드
THAAP

칼라샤(Kalasha) 공동체 소개
칼라샤는 파키스탄 북서부 치트랄구의 무무렛, 비리우, 룩무 계곡에 거주하는 원주민 공동
체이다. 2015년 11월, 비정부기구 THAAP는 칼라샤 공동체의 무형유산에 관해 공동체 기반 목
록작성에 착수했다. THAPP는 2003년 협약에 따라 파키스탄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의 인가
를 받은 비정부기구이다. 파키스탄 전체 인구 약 2억2,100만 명 중에서 칼라샤인은 4,000여
명에 불과하여 칼라샤 공동체는 파키스탄에서 가장 인구수가 적고 타 종교를 믿는 소수 민족 중
하나이다.
칼라샤 공동체에 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어렵다. 치트랄 주재관
으로 복무한 존 비둘프 소령도 이와 비슷한 말을 남겼다. 1878년에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다.
“지도에서 치트랄, 아프가니스탄, 힌두쿠시산맥 사이에 카피리스탄이라는 미지의 국
가의 거대한 영토가 보이는데 이곳 주민에 관하여 굉장히 터무니없는 추측이 난무
한다”.
이 말은 칼라샤인에 관한 추측이 낯선 현상이 아님을 강조한다. 칼라샤인의 종교와 민족적
기원에 관해서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 군대 탈영병의 후손이라는 설부터, 지역의 토착민이
라는 주장까지 많은 이야기가 존재하며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 그러나 칼라샤 공동체의 기
본적인 지리적 특징은 계곡이 있고 그 중심으로 강이 흐른다는 점이다. 이 지역은 문화뿐 아
니라 생물학적 다양성도 지니고 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칼라샤 공동체와 이슬람 공동체는
지금도 토지를 활용하여 생계를 이어가기에 농업과 축산업이 생존경제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지역의 주요 동식물로는 부탄 소나무(pinus wallichiana), 칠고자 소나무(pinus gerardiana),
향나무, 히말라야 삼나무(cedrus deodara), 털가시나무(quercus baloot)가 있다. 과일은 오디,
사과, 배, 복숭아가 많이 생산되어 주로 소비하며, 견과류가 지역의 특산품이다. 고지대 초원
에서는 꿀과 다양한 야생버섯(morchella esculenta, morchella vulgaris, morchella deliciosa)이
흔하게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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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AP은 스위스대사관의 후원을 받아 유네스코와 함께 5개 범주 45개 무형유산에 관해
포괄적 기록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또한 공동체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전통 놀이와 경기,
전통 의학, 농경 풍습 등의 분야를 추가했다.
이 기록을 실제 적용한 프로그램 중에는 파키스탄 최초의 무형유산 온라인 목록이 있다. 이
목록은 수리 자젝(Suri Jagek)의 등재 신청서 작성과 등재 결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수리 자젝은 태양, 달, 별, 그림자를 관찰하는 기상·천문 관습으로 2018년 유네스코 무형문화
유산 긴급보호목록에 등재되었다.3)

전통 교육 및 향후 과제
앞서 설명했듯이, 과거 문헌과 인터뷰를 통해 칼라샤인에 관하여 최종적이고 동일한 결론에
이르는 것은 어렵다. 전통적으로 공동체 내에서 지식 보급은 전통에 따라 지정된 공간에서
구전으로 이루어졌다. 소년은 제단이, 소녀는 출산 장소인 바샬리가 그러한 공간이었다. 가정
과 가정의 어른은 어린아이가 실용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지식의 ‘보고’이다. 이 지역에 정규
교육 제도가 도입되면서 ‘글을 읽고 쓸 줄 알고 교육을 받은’ 칼라샤 주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변화는 칼라샤 정체성을 강화하기보다는 칼라샤의 독특
한 문화가 사라지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 THAAP는 스위스대사
관의 후원을 받고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칼라샤 정체성 강화를 위한 유산 기반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개진하고 자료를 개발하였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정의에 따르면 유산교육은 “학생이 유산 자원에 관해 배우는 교육학적
과정”을 가리킨다. 유산교육은 학생이 과거와 현재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와 관련이
깊은 특수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또한 현재 정체성의 발달로 이어지는 점진적인 과정을 강조
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국가와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단일화된 정체성을 추구
하면서 초등 교육의 콘텐츠, 교육과정, 교수법 때문에 칼라샤의 정체성이 약화하였다. 그러한
예로 전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이슬람 교리를 가르친 것이다. ‘이슬람 교리나 윤리’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지만 실제로는 훈련된 교사가 부족해서 학생들은 대부분 후자 대신 전자를
배웠다.
또한 칼라샤 학생만을 위한 학교가 흔치 않았다. 붐부렛에 세 곳, 룸부르에 두 곳, 비리르
에는 한 곳이 있었다. 이 여섯 곳의 학교는 칼라샤 전체 학생을 수용하기에 부족했고, 따라서
3) 유네스코 무형유산 수리 자젝(태양 관측)은 지형학에 기반하여 태양, 달, 별을 관측하는 전통적인 기상 및
천문 관습이다. 해당 내용은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ich.unesco.org/en/USL/suri-jagek-observing-the-sun-traditional-meteorological-and-astronomicalpractice-based-on-the-observation-of-the-sun-moon-and-stars-in-reference-to-the-local-topography-0
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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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칼라샤 어린이는 정부가 운영하는 초등학교에 다녀야 했다. 여섯 학교 중 그리스
자원봉사자들이 설립하여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붐부렛의 칼라샤 두르 학교 한 곳에서만 수업
에서 칼라샤어로 학생들을 지도했다. 다른 학교에서는 지역 공통어인 코와르어로 수업을 했다.
세 번째 과제는 양질의 콘텐츠 개발로 과거에 시도한 적이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칼라샤 학문’ 과목이 국가와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에 없었던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따라서
학생이 인생에서 ‘발전’하고 대학 입학시험에 도움이 되는 과목에 시간을 써야 한다는 주장과
사회정신에 관념적으로 내재된 과목을 공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항 대립한다. 이에 따라, 선행
개입은 과외 활동으로 문화 활동의 지속적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었다.

칼라샤 공동체의 유산교육 현황
지난 10여 년간 정규 과정에 의한 지식 보급이 발전하면서 칼라샤 청년 중 99% 이상이 학
교에 다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결과 이슬람 공동체보다 칼라샤 공동체에서 비교적 높은
문해율이 나타났지만, 불행히도 칼라샤인의 ‘교육’과 ‘문해율’은 문화적 상실이라는 결과를 낳
았다. “아이들이 유용한 지식을 배워야 하는 시기가 되면 학교에 가요”라는 연장자 크리슈나
모식의 말은 다른 칼라샤 공동체 구성원들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이 글에서는 주류교
육을 소외된 공동체에서 시행할 때 나타나는 본질적인 모순을 설명하고 그 해결 방법에 관한
사례를 함께 제시한다.
한 가지 전략은 정부가 승인한 기존 교육과정의 일부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서 유산교육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정규 교육의 변방으로 전락하지 않을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관건
이다. 과거에 추진한 유사한 프로젝트에서 유산교육이 학교의 ‘과외’ 활동이 되면서 지속되지
못했다. 과외 활동을 통한 문화교육은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교사와 연장자의 자율활동으로
제한되고 방과 후 시간으로 미뤄지면서 결국 초등 교육 이해당사자가 헌신하는 수준의 교육
으로 축소되었다. 앞으로의 과제는 실용적 발전과 문화 발전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다.

개발한 교육 콘텐츠 사례
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해 THAAP는 학생들이 이미 배운 수학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와 접목
시켜 기초 수준의 수학 질문을 개발했다.

사례 I
수리 자젝은 태양, 달, 별, 그림자를 관찰하는 기상·천문 관습으로 2018년 유네스코 무형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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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보호목록으로 지정되었다. 관측소에서 태양을 관찰하면 매일 태양이 산 위로 떠 오르는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 사실 태양은 오늘 떠오른 지점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정확히 365
일이 걸린다. 마찬가지로 일출 위치와 관련된 여러 지점마다 정의된 명칭이 있으며, 태양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산식이 정해져 있어서 이를 모두 합하면 365일이다. 이
기초정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오래된 관습을 소개하고 수학 문제를 풀게 한다. 교과서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사례 II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을 가르칠 때 전통 측량단위를 사용한 수학 문제가 제시되었다. 라쉬
지릭(Rhash Giirik)은 곡식을 세어 저장하는 오랜 관습이다. 세 가지 정해진 크기의 바구니가
측량에 사용되고 이와 관련해서 곱셈과 나눗셈 문제가 제시된다. 교과서 일부를 발췌한 내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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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III
언어는 본질적으로 현지 설화와 관련되어 있다. 구전 이야기는 기록되고 특별한 메시지가 있
는 이야기가 영어와 우르두어로 번역되어 학생들에게 이해력 연습문제로 제공된다.
교사들이 칼라샤어로 교과서를 직접 쓰고 영어로 번역했다. 이 작업은 공동체에서 수행했고
외부 기관은 제도적인 지원만을 제공했다.

COVID-19 대응
100여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휴교를 시행 중이다. 이는 전 세계 학생 인구 중 거의 절반에
달하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쳤다(유네스코, 2020).4) 그리고 전 세계 원주민 사회가 겪고 있는
교육 붕괴 상황은 같은 나라의 다른 공동체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심각하다.
칼라샤 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4월부터 8월까지 정규 수업 시행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사
실을 알 수 있었다. 붐부렛의 칼라샤 두르 학교의 박타와르 샤 교정은 이렇게 말한다.
“홈스쿨링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문제는 학생의 부모님이 학교 수업 내
용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어도 모르고 우르두 말조차 모르
는 경우도 있어요. 언어를 할 줄 알아도 읽고 쓸 줄을 모르고요.”
칼라샤 계곡에 휴대전화가 부족하지는 않지만,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해서 온라인 수업이 불
가능한 점도 고민거리이다.
교과서의 일부 내용은 부모들에게 구두로 설명할 수 있었다. 특히 수리 자젝은 학생이 마을
어른으로부터 배우는 관습이어서, 수리 자젝을 배경으로 하는 수학 질문을 통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곡식 저장과 설화도 학생들에게 설명이 가능하다. 어쩌면 이 시간은 학교에 가지

4) UNESCO. 2020. COVID-19 Education Disruption and Response. Available online at:
https://en.unesco.org/news/covid-19-educational-disruption-and-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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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서 갖게 된 뜻밖의 행운일지도 모른다. 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을 때, 전통 교육과 현대식
교육의 간극이 좁혀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결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은 혁신적이고 칼라샤 공동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유형이다. 결
과는 효과적이다. 개발한 콘텐츠가 기존 교과과정에 적절하게 부합했고 추가 재원이 들지 않
았다. 하지만 칼라샤인을 위한 칼라샤 학문을 교과과정으로 도입하기 위한 정책이 중앙 및 지
방 정부 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이에 관한 주장이 지속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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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활동으로의 전환 : NGO와 무형유산 공동체 간 디지털 간극

함한희
무형문화연구원

1. 개요
코로나 대유행 동안 국내외 무형유산 공동체가 직면한 어려움은 실로 우려스러운 일이다. 심
지어 지역 정부 준위에서는 공동체 연계의 기반으로 여겨지는 지역 무형유산이 무시되기도 한
다. 한국의 사례들은 우리 무형유산 공동체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비슷한 어려움을 보여준다.
공연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많은 문화 공연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되
는 등 어려움에 직면했다. 생계를 위한 소득의 감소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대중들의 관
심이 멀어짐을 의미했다.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와 관련된 방향들이 많은 행사의
취소와 함께 갈 길을 잃어버렸다. 코로나 대유행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실내에 머물
며 대형 행사나 축제의 ‘멸종’이 일반화됐다. 한국의 NGO들은 코로나에 대처하는 공통적인
방안으로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공동체가 온라인 활동을 받아들이고 이를 위한 온라인 플랫
폼에 익숙하게 되는 것임을 제시해왔다. 한국문화재재단(CHF), 세계무술연맹(WoMAU), 세
계탈문화예술연맹(IMACO), 무형문화연구원(CICS)은 무형유산 보유자, 단체, 지역사회와 협
력해 코로나 상황에서 이들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디지털 기술과 돈이라는 요소를 두
고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양분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였고, 이러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로 다가왔다. UNAK (국내 유네스코 인가 NGO 협의체)를 대표
하여 COVID-19 시대 NGO들의 전례 없는 경험과 무형유산 공동체와의 참여사례 및 현재
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자 한다.

2. UNAK : 국내 유네스코 인가 NGO 협의체
UNAK(UNESCO Accredited NGO Association in Korea)는 2016년 11월 4일에 설립된 국
내 유네스코 인가 NGO 협의체로 국내에는 세계탈문화예술연맹(IMACO), 무형문화연구원
(CICS), 세계무술연맹(WoMAU), 한국문화재재단(CHF)이 무형유산 분야 인가 NGO로 활동하
고 있다. UNAK의 회원 기관들은 2003년 협약의 정신에 따라 국내외에서 무형유산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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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NGO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적 활동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첫째, 각 회원
기관의 국내외 활동에 대한 네트워킹 및 정보 공유, 둘째, 무형유산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발
전 목표 발굴을 위한 협업, 셋째, 국내·국제무대에서 문화다양성 제고를 위한 무형유산 공동
체와의 상호 협력을 주요 활동으로 삼고 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UNAK은 2020년 7월과 11월 각각 제주도와 온라인에서 두 차례 워
크숍을 개최하였다. 회원들은 코로나로 촉발된 어려움을 공유하였는데, 특히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현실에서 즉흥적으로 대응한 각 NGO의 사례들이 함께 언급되었다. 두 워크숍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이어나가고자 한다.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제주 해녀 문화'가 등재된 것을 기념하며 7월
23일 제주도에서 한국문화재재단이 주최한 첫 워크숍이 열렸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
규모 회의로 축소되었고, 평소의 참석자와 비교하여 그 수가 반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베테랑 해녀들과 함께 최근 커뮤니티에 합류한 해녀들의 참여로 기대감이 고조되었다. 발
표 대부분은 해녀 문화와 공동체에 관한 내용이었고, 특히 해녀 문화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이 놓
여있었다. 이 주제는 워크숍의 주요 의제였으며, 모든 참가자들이 해녀 공동체의 문제점과 도
전과제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젊은 여성들 중에서 왜 해녀의 길을 선택하는가?
장비 하나 없이 다이빙해야 하는 고됨 속에서 어느 정도까지 해녀 문화에 대한 그들의 노력
이 지속 가능한가? 가사와 물질이 상호 양립이 되는가? 그들은 해녀로서 자부심과/또는 정체
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등의 질문이 논의되었다.
해녀가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는
것에 관한 대화도 오갔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해녀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다른 해녀들과의
교류와 대화 기회의 자리를 마련해 준 한국문화재재단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해녀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NGO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 다시금 부각되었다. 워크숍을 마무리
하며 해결하지 못한 하나의 걱정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식당들이 문을 닫아 해산물의 소비가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해녀의 수입도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점이
과제로 남았다.
NGO들의 일상적인 모임 활동은 대부분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되었다. 세계무술연맹의 경
우, 연례 무술 공연과 싱가포르에서 개최가 예정되어있던 국제 심포지엄이 취소되었다. 기존
활동 중 많은 부분이 온라인으로 전환됐고, 전 세계 유네스코 인가 무술 NGO 네트워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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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그들의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속했다. WoMAU는 각국 대사관과 유네
스코 국가위원회와 연계하여 국제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연맹은 근래 목록작업
과 기록작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21년에 예정된 교육프로젝트 관련 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 힘을 쏟고 있다, 이외에도 국내 고용률 증진을 위
해 ‘청년 관광 코디네이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전자행정
시스템(ERP)을 시행하는 등 향후 중장기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대외 활동을 위한 창구로써 연
맹 홈페이지는 물론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실내에서의 사업 수행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이제까지 진행되었던 문서의 기록·보관을 위한 작업 시간이 증대되었다. 세계탈문화예술
연맹은 SNS, 이메일, 온라인 미팅 등을 통해 국내외 회원들과 소통하였고 연맹 활동의 온라인
아카이빙, 온라인 회원 가입 등에 사업을 집중하였다. IMACO는 2020년 3월, ‘한국의 탈춤’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금년도 3개의 온라인
포럼과 축제에 참여했다. 8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국제 가면 온라인 페스티벌, 9월 솔로
국제공연예술축제(Solo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of Indonesia, SIPA), 10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총회와 ICH NGO 포럼 온라인 행사에 참가하며 활동을 이어왔다.
IMACO는 향후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보존회 간의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탈춤
전문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유네스코에 한국 탈춤 등재를 위한 과정에 더욱 적극
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문화유산 분야,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무형유산 분야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실로 우려
스럽다. 전 세계의 많은 무형유산 공동체가 자금조달의 측면에서 공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
는데, 특히 2020년은 예술의 표현을 통해 대중과 함께 만나야 하는 무형유산 연행자, 보유자
모두에게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었다. 관객과의 밀접한 소통이 없다면 무형유산 분야에 종사
하는 많은 사람들은 생계를 꾸리는데, 전승 과정의 지속적인 연행에, 우리의 것으로서 과거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무형문화연구원은 무형유
산 공동체에 더 큰 스포트라이트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2019년에 시작해서 올해로 2년째를 맞는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JIAPICH)이 온라인으로 개최
되었다. JIAPICH의 목적은 국적, 민족, 종교, 인종, 나이, 성별,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성향과
관계없이 범세계적으로 무형유산 보호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다. 무형유산의 보호 활동에는
‘보호’를 위한 모든 효과적인 방법이나 접근법을 포함한다. 총 3명의 수상자를 선정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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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 보호 활동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주시 이름으로 상과 상패를 수여
하였다. 지역 정부로서 전주시는 무형유산 보호와 보유자·연행자들에 대한 존중과 무형유산의
가치를 공유하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JIAPICH는 국제 무형유산 공동체에
이런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계기로 자리매김하였다.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온라인 시상식은 전
주시가 주관하고 CICS가 사무국 역할을 맡은 지역 시책이었다.
국외 무형유산 보유자, 연행자, 단체들로부터 많은 신청서가 접수되었는데, 본 행사가 본선
진출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주최 측과 전주시의 바람이었다. JIAPICH 온라인
시상식을 위해 제작된 상패는 세 명의 결승 진출자에게 돌아갔고, 모두의 축제로서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물론, 이 같은 행사가 전 세계 모든 무형유산 공동체의 어려운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온라인 행사는 작은 희망의 빛이었고 전주시가 추진한 하나의 긍정적인 지역 이니셔
티브라고 본다.

3. 코로나19가 UNAK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
상기 제시한 국내 유네스코 인가 NGO들의 사례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열정을 보여준다. 코로나 사태는 현재의 추세를 보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진행형 팬데믹 앞에서 UNAK은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하여 밀고 나아가야 하는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목록화 작업, 데이터베이스 업로드, 공동체 연계사업 등 많은 대내적
프로젝트들이 모든 NGO에서 확대되었다. 또한, 무형유산 보호 활동의 불가피한 온라인 전환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
향후 협의회는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 변화하는 사회에 대비하고 모든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알리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온라인 활동과 플랫폼으로 전환이 되면서 무형유산 보유자, 집단
및 공동체에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현재 긴급한 당면과제이다. 대부분의 무형유산 보유자들은 온라인 활동에 어
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젊은 세대가 무형유산 보존회, 집단 및 공동체들을 도와
디지털 기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 NGO들의 경험에 비추어 무형유산 보호조치의 대응책들이 마련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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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불균형 : 2003년 협약에 따른 인가 NGO의 균형 대표성 문제

마티 하카마키
핀란드민속음악원

비정부기구(NGO)는 정부의 개입으로부터 독립적인 조직을 이른다. 유엔은 정부나 주 정부
에 속하지 않는 조직에 대해 이 용어를 사용하면 이러한 조직에 유엔의 집회 및 회의에 옵서
버의 지위를 부여한다.1) 유네스코는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NGO와 함께 이들의 역량 분야에서
가치 있는 네트워크를 수년 동안 구축해왔다. NGO는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의 이행
에 있어 중요한 이해당사자로 인식된다. 진행 중인 검토 과정에서는 NGO가 수행할 수 있는 몇
몇 역할이 지적되었다. i) 아이디어와 영감을 실천하는 실험실 ii) 보호조치 및 등재된 종목의
후속 조치에 대한 기여 iii) 보호 경험을 보다 가볍게 공유할 수 있는 잘 조직된 NGO iv) 인
식제고와 역량 구축 및 강화에 있어 NGO의 역할 v) 위원회와 종합성과평가체계(Overall
Results Framework) 및 지역 보고서에 등재된 종목의 상태에 관해 보고하는 NGO의 가능한
역할이 여기에 해당한다.
2003년 협약2)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통과 세계관이 다른 문화가 가능하면 다양하게 참
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180개이며 전 세계에 분포해 있다.3) 유네스코
는 선거와 관련해 세계를 6개 선거 그룹, I) 서유럽 및 북미 II) 동유럽 III)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IV) 아시아태평양 V(a))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V(b)) 아랍으로 편성한다.4) 2010년
총회에서 처음으로 NGO 97개를 인가한 이후 인가 NGO는 2020년 현재 193개로 늘었지만,
인가 NGO의 50% 이상이 서유럽과 북미 지역에 위치해 지역적 분포에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
한다. 그룹 V(b) 아랍에 속하는 NGO는 4%, 그룹 II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에 해당하는
NGO는 5%에 불과하다. 무형유산 NGO 포럼은 유네스코 인가 NGO들 간의 소통, 네트워킹,
1) http://portal.unesco.org/en/ev.php-URL_ID=34702&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
2) (a) 무형유산의 보호
(b)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의 무형유산에 대한 존중 보장
(c) 지방, 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서 무형유산의 중요성 및 이러한 유산에 대한 상호 존중을 보장하는 것
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d) 국제적 협력 및 원조 제공
3) https://pax.unesco.org/la/convention.asp?language=E&KO=17116
4) 『기본 이론서The Basic Texts』 2020, 부록 2, I.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156826.page=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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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비공식 플랫폼으로 2009년에 결성되었다. 포럼은 규약과 윤리원칙,
각 선거 그룹을 대표하는 6인과 국제 NGO를 대표하는 NGO로 구성된 7인의 운영위원회를
갖춘 보다 공식적인 NGO 조직으로 거듭났다.
2017년 12.COM 결정에서 인가 NGO의 자문 역할에 관한 검토 과정에 착수했을 때, 총회,
위원회, 사무국은 인가 NGO의 불균형한 지역 분포를 주요 문제 중 하나로 파악했다. 지역 불
균형 문제는 운영 기구의 많은 작업 문서에서 언급되었다. 위원회와 총회는 “인가 NGO의
지역적 분포를 개선할 수 있도록 과소대표(under-represented) 선거 그룹의 인가 기준을 충족
하는 NGO가 되도록 빠른 기회에 인증 신청을 제출하도록 거듭 장려하고, 과소대표 선거 그
룹에 속하는 당사국에게 지역에 활동하는 NGO들에게 이러한 요청을 널리 알리도록” 권했다.
14.COM 15에는 “당사국, 무형유산 NGO 포럼, 인가 NGO, 카테고리 2센터, 유네스코 석
좌 프로그램은 새로운 인가 NGO와 향후 인가 신청에 관심이 있을 수 있는 NGO를 대상으
로 역량강화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특히 과소대표 지역의 NGO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도록
한다”는 권고사항이 포함되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최근 활동 중 하나로 인가 무형유산 NGO의 지역 불균형을 다루는
무형유산 NGO 포럼의 워킹그룹 수립을 위한 이니셔티브가 있다. 해당 이니셔티브는 핀란드
NGO인 핀란드민속음악원에서 제안했고 무형유산 NGO 포럼 운영위원회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2020년 8월 31일 무형유산 NGO 포럼 뉴스레터를 통해 새로운 워킹그룹의 참여를 초대하고
2003년 협약에 따른 인가 NGO의 지역 불균형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2003년 협약의 이해당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인가 NGO 5개와 유네스코 퍼실리테이터
(facilitator) 한 명을 비롯해 총 7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고, 6개 선거 그룹 중 4개 그룹(I,
II, III 및 IV)에 해당한다.
‘과소대표 지역의 해당 NGO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관해 흥미로운 제안을 받
았다.
‣ 지방/지역 여건 파악의 중요성
∙ 소지역 전략 수립
∙ 지역거점(인가 NGO 또는 유네스코 퍼실리테이터)
∙ 중개인의 네트워크(인가 NGO 및 유네스코 퍼실리테이터)
‣ 인식제고 - 툴킷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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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 경험을 다룬 지역 영상
∙ 인터뷰
∙ 브로슈어
∙ 미디어, 웹페이지, 소셜 미디어 활용
‣ 지역 활동
∙ 인가과정 및 협약과 관련한 경험 공유를 다룬 웨비나
∙ 무형유산과 관련한 NGO 개요 작성
“협약의 정신에 따라 협력할 의사가 있는 과소대표 지역의 무형유산 NGO 및 무형유산 전
문가를 제안해” 달라는 요청에 구체적인 이름을 제시하는 것을 비롯해, 보다 일반적인 제안이
이루어졌다.
‣ 협약의 이해당사자에게 지역적 요청
‣ 협약의 목표와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는 관련자(무형유산 보유자, 학계 및 기타 관련 이해
당사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정부간위원회
∙ 새로운 워킹그룹을 통한 무형유산 NGO 운영위원회
‣ NGO에 연락해 인가 신청이 거절당한 이유 설명
‣ 인가 NGO의 네트워크 활용
‣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후보에게 연락
‣ 협약의 네 가지 메커니즘에 대한 등재 신청/요청에 직접 참여한 NGO에게 연락
이 설문조사는 협약의 관심 있는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수집하기 위해 여전히 진행
중이다(https://forms.gle/nUdns9g9kHYXXY2v6).
인가 NGO의 세계적 지역 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워킹그룹의 일원이 되어 정기적인 온라인
토론에 참석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사람은 5명이다. NGO 4곳과 전문가로 참여를 원하는 2명
으로, 6개 지역 가운데 3개를 대표한다(선거 그룹 I, II 및 III). 무형유산 NGO 포럼의 규약
에는 한 NGO가 포럼의 워킹그룹으로 설립되는 것을 지원하는 내용은 없다.5)

5) 제33조 : 새로운 워킹그룹은 5개 이상의 인가 NGO가 서명한 청원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인정받을 수 있다.
http://www.ichngoforum.org/wp-content/uploads/2013/03/ICH-NGO-Forum-Bylaws-adopte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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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그룹은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한 가능한 조치를 바탕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지속적인 불
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특히 선거 그룹 IV, V(a), V(b)에
속하는 다른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이는 지역 지식이 워킹그룹에서 대표
성을 갖고 무형유산 NGO 포럼의 공식적인 워킹그룹으로 자리하기 위해 중요하다.

세션 3. 통섭 : 무형유산 교육 분야 원형과 전형 _ 227

세션 3
통섭 : 무형유산 교육 분야 원형과 전형

세션 3. 통섭 : 무형유산 교육 분야 원형과 전형 _ 229

포스트 코로나 : 공동체 연계 강화를 통한
공예 부문 회복탄력성 구축

조셉 로
세계공예협회

1. 배경
민속 예술과 공예는 공동체라는 배경에서 시작되었다(1)(2). 다시 말해, 각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안에서 민속 예술과 공예가 탄생했다. 주변 환경에서 직접 얻은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공동체의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고, 세대를 거쳐 전승된 기술을 적용하고, 주변 환경, 이
야기, 신화, 신념 체계에서 디자인 영감을 얻어 문화적 정서를 표현하는 것으로 물리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때로는 영적 욕구를 충족시켰다. 따라서 민속 공예와 공동체의 문화
시스템(유형과 무형 모두를 포함한)은 직접적으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3). 이러한 공동체
내에서 공예가 행해지고 공예품이 경험될 때 정통성과 진정성이 부각되고 가장 깊이 있는 이
해와 존중이 이루어질 수 있다(4).
그러나 최근 세계를 휩쓸고 있는 사회, 문화, 기술, 경제의 변화로 인해 공동체가 진화하기
시작하면서 민속 예술과 공예는 더 이상 공동체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었다. 그 결과
민속 예술과 공예가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쇠퇴하기 시작하여 세계 유형 및 무형유산의 전반
적인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5).
유네스코는 문화 관습, 전통 지식과 기술이 처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2003년 ‘무형유산
보호 협약’을 제정했다. 또한,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고유한 특성을 인식하고 문화 기반의 경제
성장과 문화적 수용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에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도

제정했다(6).

그러나

보존(conservation),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신뢰

(credibility), 소통(communication)이라는 전략적 목표 외에도 협약의 토대인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뉴질랜드는 보존의 중심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표명하며 ‘다섯
번째 C’인 공동체(community)를 전략적 목표에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은 2007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 31차 회기에서 이루어졌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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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의 협약에 힘입어 민속 예술과 공예가 국제 무역 상품으로도 발전했다. 최근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의 ‘창조 경제 전망: 창조 산업의 국제 무역 동향(2002~2015) 보고서’에
따르면(8) 예술 및 공예의 국제 무역은 총 350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세계적으로 예술과 공예
수출액은 2002년 199억 달러에서 2015년 350억 달러로 증가해 2003~2015년 동안 연평균
4.42% 성장했다.
공동체 문화와 다양한 형태 및 표현들이 특정 공간을 경험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민속 예술과 공예는 본질적으로 관광 산업과 연결되어 있다(9). 예를 들어
2007년 에티오피아에서 관광객이 공예품에 지출한 비용은 1,270만 달러이다(10). 라오스 고대
왕실의 수도이자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루앙프라방에서는 관광객이 매년 440만 달러의
골동품과 공예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10).

2.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
2019년

12월

중국의

우한시

후베이성에서

처음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19

(COVID-19)는 여러 증상 중에서도 심각한 급성 호흡기 문제를 일으키는 감염성 질환이다. 전
염성이 매우 높은 코로나바이러스는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 WHO에 의해 팬데믹
(세계적 유행)이 선언되었으며 2020년 4월 첫째 주를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어떤
형태로든 봉쇄조치를 겪고 있다(11)(12).
팬데믹 선언과 이후의 봉쇄는 경제 붕괴, 실업, 지출 감소를 야기하며 전 세계 수공예 부문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공급망 붕괴로 인해 수공예 생산이 산발적으로만
이루어지거나 완전히 중단되었다. 한편, 생산량이 줄어 간접비가 증가하는 동시에 아이러니하
게도 막대한 재고가 쌓였다. 현지나 국제 전시회 또는 주문을 통한 판매도 사라졌다. 판매가
현지에서만 이루어지면서 수익은 30% 이상 감소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공예 제작
자가 언제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13).
관광 분야와 연계된 공예 산업의 경우에도 코로나로 인한 영향은 심각하다. 관광 산업이 팬
데믹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경제 부문이기 때문이다(14).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의
‘COVID–19 관련 여행 제한 조치 보고서’를 참조하면 2020년 4월 말 기준 전 세계 도착지의
100%가 전염병에 대응하여 여정을 제한했다. 현재 나와 있는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 도
착 편 여객 수가 57% 감소함에 따라 2020년 1분기 여객 수는 22% 감소했다. 이로 인해
6,700만 명의 국제선 여객이 사라지고 약 80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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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 국제 및 국내 관광 감소, 구매력 저하, 공적
자금 감소, 예술과 문화에 대한 민간 투자 감소로 인해 문화 산업 부문 전반의 손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예는 이러한 일반 문화 산업의 지배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16).
중요한 것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공예 부문의 구조적 취약성이 급격하게 드러
났다는 점이다. OECD에 따르면 '공예 산업을 포함한 문화 및 창조 부문’은 다른 부문과 비교했
을 때 독특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 문화기관과 대규모 민간 업체 모두 프리랜서와 극
소 기업의 상호 연결된 의존적 네트워크에 의지해 창조 콘텐츠,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한다.
공예 부문에서 매우 중요한 이 ‘생태계’가 현재 갑작스럽고 막대한 수익 기회 손실로 인해 파
산에 직면해 있다(16).

3. 논문의 목적과 제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문화창조 프레임워크를 인용하면, 문화 및 창조 부문은 생태계 내
에서 작동한다. 이 생태계 방식의 핵심은 문화 및 창조 부문이 인접 또는 완전히 다른 부문
들과 서로 얽혀 있거나, 부문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17). 이 논문에서는 공예
부문이 회복탄력성을 구축해 미래 위기에 대처하려면 다른 부문과의 연계뿐만 아니라 최초로
공예품이 생겨난 문화 시스템 내에서도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제안한다. 또한,
공동체는 관습을 보호하는 문지기 역할 외에도 이러한 문화 제품 및 서비스의 주요 소비자여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민속 예술과 공예가 행해지는 주요 배경이 지역 공동체이며 이러한 공예
품이 지역 공동체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한다. 지역 공동체의 시장을 넘어
다른 영역(수출, 관광 등)으로의 경제적 확장은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글로벌 위
기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더라도 이 영향은 확보된 지역 수요로 인해 제한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아프가니스탄 바미안의 사례와 인도네시아 발리의 도자기 기업의 사례, 총
두 건의 연구를 다룰 것이다. 두 가지 사례 모두, 공예의 모체에 해당하는 문화 시스템과 공
예품이 연계되어 있어 외부 위협이 존재함에도 공예가 유지되고 판매 감소에 대응할 수 있다.

4. 첫 번째 사례연구 : 아프가니스탄 바미안의 공예 부문
바미안 주(州)는 아프가니스탄 중부 지역의 하자라자트(Hazarajat)에 위치해 있으며 카불에서
북서쪽으로 약 240km 떨어져 있다. 평균 고도는 약 2,550m이고 인구는 약 10만 명(2014년 기
준)이다. 바미안의 중심지에는 4개의 지구가 있으며 총면적은 35.4km²이고 총 주택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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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5호이다(18).
유네스코와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현재 바미안 세계유산의 무형유산, 창조 산업 및 문화유산
관광의 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바
미안 세계유산의 문화 기반 창조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18년 지역 문화 상품과
서비스 소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19). 조사의 목적은 바미안 공동체가 문화 상품 및
서비스를 소비하고 있는지, 소비하고 있다면 이러한 제품과 서비스가 무엇인지, 이러한 제품이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 이러한 품목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은 어떠한지와 구매 빈도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연구에서는 바미안의 공예품이 팔릴 수 있는 외부 시장이 극히 제한적임에도 지역 공동체의
지원과 지역 공동체 문화 시스템과의 통합적 연계로 인해 바미안 주 외부의 국가 상황과 관계
없이 공예와 공예품 사업이 유지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설문조사는 2018년 말에 실시되었다. 총 120명의 개인과 바미안 마을의 60가구가 조사에
참여했다.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공평한 표본 모집단을 확보했다. 설문조사와 더
불어 연구 저자는 바미안의 공예품을 판매하는 상점을 방문하여 설문조사 결과와의 일치(또
는 그렇지 않음)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연구 저자와 설문 조사팀은 주거 환경에서의 공예품
사용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인 주거지를 방문했다.
조사 결과 바미안 마을 공동체에서는 다양한 문화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했으며 다음과 같은
유형의 민속 공예품과 문화 서비스의 사용이 확인되었다.
‣ 웨딩드레스, 남성 혼례복, 론지(longi, 남성용 머리 천), 손수건, 어린이용 군다그 피치
(gundag pich, 전통 자수 의류) 등의 전통의상 자수, 스카프 등의 현대적인 천 장신구, 쿠
션, 코란 커버를 포함한 가정용 소품
‣ 신생아용 매트리스 커버, 거울, TV 등의 덮개, 침대용 커버, 식탁보 등과 같은 천 제품과
가정용 소품 재단 서비스
‣ 바라그 차판(barag chapan), 쿠진(khujin, 가방) 등의 전통 조끼와 코트, 당나귀용 덮개, 침
실 슬리퍼와 같은 현대적인 제품을 포함한 펠트 제품
‣ 카펫, 러그, 킬림(kilim), 팔라(pala)와 같은 바닥 덮개
‣ 매트리스와 직조용 양모 원사를 포함한 양모 제품
‣ 새 모이 그릇, 딕 초와니(dik chowani), 제빵용 타노르(tanor) 화덕, 가쉬고(ghashgho),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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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단(digdan) 등을 포함한 도자기 제품
‣ 농기구, 금은 장신구, 액세서리와 같은 금속 및 보석류
‣ 유아용 요람, 바구니, 돔브라(dambura, 현악기), 전통 및 현대 가구를 포함한 목재 제품
‣ 비석과 보석 연마 등의 석각 서비스
‣ 전통 의술용 약초 제품
‣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전통문화 서비스는 음식 납품, 유제품 만들기, 코란 축제일 동안의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
구매 빈도 측면에서 보면 일부 품목은 출생, 결혼, 사망과 같은 삶의 이정표를 축하하고 기념
하는 데 사용되어 일생에 한 번만 구매가 이루어졌고, 어떤 품목은 축제와 축하 행사 참여를
위해 매년 구매가 이루어졌다. 일상생활의 필수 품목은 더 자주 구매되었다.
설문조사 자료 외에도 일반 가정집, 시장, 상점 등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많은 품목이 가정
에서 사용되었고 바미안의 상점에서 쉽게 구매 가능했다.
구매 이유는 다양했다. 문화적 가치가 별로 없는 가정용품(예 : 주전자, 냄비, 화덕 등의 일
용품)의 경우 구매 이유는 본질적으로 실용성이었다. 사용자의 일상적인 필요 품목이었으며
파손된 경우 교체가 필요했다. 아프가니스탄 특유의 상황으로 인해 유사 기능을 가진 수입
제품은 비싸고 드물었다. 바미안의 고립으로 인해 이러한 필수 상품과 서비스의 현지 생산이
발전 및 번성할 수 있었고 높은 수준의 자립도를 갖추게 되었다.
디자인, 형태, 재료, 기술, 사용에 문화 표현이 반영되어 문화적 가치를 지닌 제품의 경우, 필
연적으로 문화적 관습 및 미학, 전통과 종교적 관습, 민속 신념 체계, 사회적 규범 및 사회적
습관과 관련이 있었다. 인터뷰 대상자 중 한 명이 설명했듯이 하자라(Hazara) 결혼식의 특성상
신랑 신부는 전통의상을 입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의 지속적인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의류를 수입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현지에서 구매가 이루어졌다. 중요한 것은 다른
민족 공예품 제작자(예: 파슈툰 사람들)들은 하자라 문화 요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하자라의 결혼식 문화 규범에 익숙한 사람만이 하자라 혼례 요구 사항에 맞게 의
복을 만들고 공급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공동체가 하자라 혼례 관습을 준수함으로 인해 바미
안의 자수 제작자와 재단사의 생계가 유지되었다. 더욱이 결혼과 결혼식은 외부 상황과 관계없
이 공동체에 의해 기념과 축하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삶의 이정표에 해당하는 행사이다. 이와 유
사한 행사에 출생 및 사망 의례가 포함되며 이 또한 문화적 관습이 공예 부문을 지속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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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쟁의 지속과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한 상황에도 바미안의 공예 부
문은 문제없이 유지되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가 전통음악을 즐기기 때문에 돔브라 제작이 지속되고, 전통적으로 빵과
요거트를 먹기 때문에 탄도르 화덕과 특별한 유형의 요거트 냄비가 바미안에서 지속적으로 만
들어지고 현지 시장에서 판매되었다.
바미안 하자라 공동체의 문화적 관습 외에도 공예 부문에 필요한 원료 대부분은 현지에서 조
달되었다. 예를 들어, 매트리스, 펠트 직물, 카펫 및 직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양모는 모두
지역 내에서 구매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현재 아프가니스탄이 겪고 있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공예 부문은 물리적 환경 및
공동체의 문화 시스템과 연계되어 자체적인 생태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민속 공예 관습이 유지되
고 있다.

5. 두 번째 사례연구 : 인도네시아 발리의 젱갈라 끄라믹
젱갈라(Jenggala)는 도자기 제품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공예 기반의 기업이다. 이 회사는
1976년에 설립되었으며 인도네시아 발리에 본사가 있다. 젱갈라의 마케팅은 환대산업과 소매
점을 통해 이루어진다. 기업 웹사이트(https://jenggala.com)에 따르면 젱갈라에는 자체 제품을
제작하는 디자이너가 있지만, 고객과 협력하여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기도 한다.
젱갈라는 제품력을 인정받아 수많은 상을 받았다. 예를 들어, 2010년에 젱갈라의 ‘모던 켄디
컬렉션(Modern Kendi Collection)’과 ‘란탕 컬렉션(Rantang Collection)’은 ‘유네스코 우수 수
공예품’으로 선정되었다.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필자는 해당 기업의 뉴스레터에 가입되어 정기적
으로 제품 업데이트 소식을 받고 있다.
WHO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을 선포한 직후, 필자는 젱갈라로부터 ‘젱갈라 홈 레시피’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다. 전통적인 인도네시아 음식을 준비하는 일련의 요리 지침이었다. 요
리의 예로 ‘다진 마늘을 넣은 매운 생선요리’, ‘잭 프룻 렌당(Jack Fruit Rendang, 드라이 카
레의 일종)’, ‘인도네시아 호박파이’ 등이 있었다. 조리법에는 특정 재료, 양,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었다. 사진에는 조리된 요리가 젱갈라의 제품에 담겨있었고 이메일 하단에 온라
인 사이트 방문 링크가 있어 사진 속 제품을 소개하는 웹페이지로 독자를 안내했다. 이메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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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음식을 담은 제품 외에 다른 관련 제품들도 소개되었다. 예를 들어 청경채와 표고버섯 수
프의 경우 식사 중에 수프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게 ‘발리 아고 워머 세트’의 사용을 제안했
다.
오프라인 판매가 제한된 봉쇄기간동안 대부분의 소매업체가 온라인으로 제품을 마케팅한
것은 이해할만한 일이다. 젱갈라가 취한 방식은 특색 있기보다는 주류의 상업적 방식이다. 그
러나 중요한 것은, 자사 제품을 온라인으로 마케팅하기 위해 젱갈라가 선택한 내용과 접근
방식이다. 제품에 개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자사 제품과 인도네시아 요리 문화의 연결을 강조했
다. 따라서 마케팅에서는 제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도네시아 전통 음식에
보조를 맞추는 소품이나 장식품 같은 존재로 자사 제품을 등장시켰다. 흥미롭게도 이메일에
는 제품에 대한 언급이나 글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았다. 제품은 사진 표현을 통해서만 전달되
고 글에서는 요리에 필요한 재료와 요리 방법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었다.
젱갈라의 마케팅 전략은 공예품이 최초로 생겨난 문화 시스템과 공예품이 본질적으로 연계
되어 있다는 이 논문의 의견을 뒷받침한다. 전통적인 인도네시아 요리와 그러한 요리를 조리
하는 데 사용되는 제품, 이 두 개체는 공생 관계이다. 마케팅 전략이 인도네시아 현지 시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적 관습과 제품의 관계에 대한 젱길라의 접
근 방식은 매우 중요하다.
봉쇄 기간 동안 치유의 한 형태이자 소수의 가정 내 활동 중 하나로 가정 요리가 주목받는
사이 제품과 요리를 연결시켜 기회를 활용한 것이라고 반박할 수도 있다(20). 그렇다 하더라도
질문이 남아있다. 왜 젱길라는 다른 종류의 요리가 아닌 전통 인도네시아 요리를 활용했을까?
필자는 젱길라가 자신들의 제품을 인도네시아 요리와 연계하여 장소와 문화 감각, 다시 말해
인도네시아 발리를 부각시켜 제품의 진정성을 표현했다고 생각한다(4). 중요한 것은 고유한
판매 포인트를 강조하여 경쟁 업체와 차별화하고 문화적 관점을 통해 독특한 전망을 제공했다
는 점이다.

6. 결론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 유행은 모든 수준에서 지역 및 전 세계 삶의 부문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쳤다. 민속 예술과 공예 분야에서 미래의 위기에 대처해 회복탄력성을 구축하려면, 최
초로 생겨난 문화 시스템 내에서 공예품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지역 공동체를 주요 시장
으로 삼는 이러한 방향 재설정은 외부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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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미안 주에서는 하자라 공동체의 문화 관습과 그에 따른 수요로 인해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축하할 때 공예품이 필요했다. 하자라의 공예품 제작자만이 공동체의 문화적 요구에 부응하는
품목을 이해하고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예품은 현지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지에서 만들어진 공예품에 대한 건전하고 꾸준한 수요가 존재한다. 이는 불안정한 외부 상황
에서도 하자라의 민속 예술 및 공예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 본사를 둔 도자기 기업 젱갈라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마케팅 전략으로
자사 제품과 인도네시아 요리와의 연계를 재정립했다. 인도네시아 음식을 중심이자 최전선에
둠으로써 제품에 대한 문화적 이야기와 맥락을 확립했다. 진정성과 문화적 타당성에 대한 개
념을 상기시키며, 자신들의 도자기를 사용하여 맛있는 인도네시아 음식을 요리하라는 은근한
메시지를 담아 잠재 고객을 끌어들이고 유인했다.
지역 공동체와 본토의 시장을 우선시하고 지역 문화 시스템과 재연결하는 일은 공예 부문을
강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세계유산보존에 있어 5번째 C인 공동체를 추가하자는 뉴질랜드
의 제안과도 맞닿아 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미래에 글로벌 위기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피하
고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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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영향력 : 문화 분야 기업 참여 과제

니콜라스 포젝
컬럼비아대학교

문화유산과 관련해 기업 참여와 상업적 연계는 유·무형 유산의 보존, 보호, 소개의 기회를
제공한다. 자본과 전문지식, 기술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상업적 개입은 불확실한 정부의 자금
지원과 예측불허의 대중 후원으로 어려움을 겪던 문화영역을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은 문화기관의 제공 대상인 전문성을 보완해줄 것이다. 문화기관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프로그램과 공연, 전시를 기획하고 보여준다. 이들 기관은 그런 다음 콘텐츠와 지역 공
동체 간의 관계에서 매개자 역할을 한다. 문화기관이라도 비판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고
최근 몇 년 동안 각각의 문화기관과 보다 넓게는 문화영역 차원에서 감독이 강화되었다.
최근에 발간된 책 중에 아난드 기리다라다스(Anand Giridharadas)의 『엘리트 독식 사회: 세
상을 바꾸겠다는 그들의 열망과 위선 Winners Take All: The Elite Charade of Changing
the World』1), 롭 라이시(Rob Reich)의 『단순한 기부: 박애주의가 민주주의를 몰락시키는
이유와 개선 방법 Just Giving: Why Philanthropy Is Failing Democracy and How It Can
Do Better』2), 데이비드 캘러헌(David Callahan)의 『기부자들 : 新 도금시대의 돈과 권력,
그리고 박애주의 The Givers: Money, Power, and Philanthropy in a New Gilded Age』3)
는 비영리 문화영역의 근간이 되는 자선기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문화영역에 투입되는 자
금을 하나의 수단, 즉 이사회의 기부금,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 개인 소장품 기증
등 개인과 기업체가 자신의 명예를 세탁하는 수단으로 파악하면서, 이러한 음흉한 술책이 도
사리는 영향력이 더욱 확대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2016년 미국 대선의 영향으로 페이스북이 자사의 선도적인 동명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
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분명했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콘텐츠 피드는 사용자의 행동
과 취향을 반영하되 이에 얽매이지 않는 알고리즘에 의해 구성된다. 페이스북 알고리즘은 특
허 보호를 받는 불투명성으로 악명 높다.4) 플랫폼 이용자들이 계정을 생성하고 가짜 프로필
1) Anand Giridharadas, Winners Take All: The Elite Charade of Changing the World, First Edition,
First Printing edition (New York: Knopf, 2018).
2) Rob Reich, Just Giving: Why Philanthropy Is Failing Democracy and How It Can Do Better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8).
3) David Callahan, The Givers: Wealth, Power, and Philanthropy in a New Gilded Age, First Edition
(New York: Alfred A. Knopf,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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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만든 다음 2016년 미 대선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부정확 정보(소위 ‘가짜뉴스’)와
분열적인 의견을 페이스북에 넘치도록 올렸다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다.5)
이 문제는 페이스북이 플랫폼(여론의 광장)인가 아니면 발행자인가, 플랫폼이라면 페이스북은
플랫폼에서 공유되는 콘텐츠를 중재할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는가를 둘러싼 열띤 논쟁을 불
러일으켰다. 이 구분은 기술 분야에 보편화된 가치, 특히 실리콘밸리 기반 기업과 관련된 가치
와 기술 분야를 넘어선 공공의 이익 간의 구분을 조명했다.6)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구글플렉스)를 두고 있는 구글도 이와 유사한 검증에 놓인 상태이다.
구글의 검색 엔진 알고리즘은 반(反)독점 위반 혐의로 미 상원 의회 청문회의 대상이 되었다.7)
2011년 구글은 전 세계 예술과 문화를 보존하고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즐길
수 있게 하자는 사명 아래 뒷날 ‘구글 아트앤컬처’가 되는 비영리사업에 착수했다.8) 같은 해
작성된 블로그 게시물에서 아밋 수드(Amit Sood) 구글 아트앤컬처(당시 구글 아트 프로젝트)
총괄 디렉터는 사업 탄생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예술적 열정이 가득한 몇몇이 모여 예술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우리의 기
술을 활용할 방법을 놓고 고심했다. 미술관 주 고객층 또는 근처에 갤러리가 있는
운 좋은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실제 예술품을 보러 가지 않을 것 같은 새로
운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이렇게 시작되었다.9)
구글 아트 프로젝트 스토리는 일반적인 기술 창업 신화를 떠올린다. 열정이 넘치는 혁신적
사고의 소수 집단이 서로 단합하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다.
구글 아트앤컬처는 미술관 소장 예술작품을 촬영하도록 첨단기술을 갖춘 사진 촬영팀을 파견
했고 공개 웹사이트에 사진들을 올렸다. 미술관 고유 소장품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구글 아트앤

4) “Facebook to Reveal News Feed Algorithm Secrets,” BBC News, April 1, 2019, sec. Technology,
https://www.bbc.com/news/technology-47771922.
5) Alexis C. Madrigal, “What Facebook Did to American Democracy,” The Atlantic, October 12, 2017,
https://www.theatlantic.com/technology/archive/2017/10/what-facebook-did/542502/.
6) Sam Levin, “Is Facebook a Publisher? In Public It Says No, but in Court It Says Yes,” The
Guardian, July 3, 2018, sec. Technology,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8/jul/02/facebook-mark-zuckerberg-platform-publisher
7)

-lawsuit.
Steve Lohr, “Google’s Competitors
September 21, 2011, sec. Technology,

Square

Off

Against

Its

Leader,”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11/09/22/technology/google-takes-the-hot-seat-in-washington.html.
“About
Google
Cultural
Institute,”
accessed
October
11,
2020,
https://about.artsandculture.google.com/.
9) “Explore Museums and Great Works of Art in the Google Art Project,” Official Google Blog (blog),
8)

accessed October 7, 2020,
https://googleblog.blogspot.com/2011/02/explore-museums-and-great-works-of-ar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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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처는 각 작품에 대한 구체적 정보(작가, 제작연도, 매체 등)를 소개한다. 하지만 개별 미술
관 웹사이트와 달리 구글 아트앤컬처 플랫폼은 이용자들이 플랫폼에 참여하는 모든 미술관의 소
장품을 형식, 주제, 역사적 테마를 기준으로 탐구할 수 있게 한다.
한편 구글 아트앤컬처가 추구하는 전 세계 예술품 도록 작성 노력은 ‘전 세계 정보를 체계화
하여 보편적으로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구글이 표방하는 사명의 연장선에 있다.10)
그리고 구글이란 영향력 높은 브랜드 단어에 힘을 싣는 방식으로 흰색 배경에 산세리프 글꼴,
넉넉한 여백, 간결한 구성을 적용했다. 이미지를 내세우며 예술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배경을
뒤로 물렸는데 상업적 갤러리, 아트 페어 전시와 현대 미술관에서 돋보이는 전시와 조화를
이룬다.
2011년 테드(TED) 강연에서 아밋 수드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전달보다 예술작품을 우선시
하면서 강연을 마쳤다.
중요한 점은 여기에 있는 환상적인 모든 자료는 구글이 창출한 게 아니란 점입
니다. 사견으로 말하자면 미술관에서 만들어 낸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될지도 모르지만, 그건 예술가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11)
이 사업은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지만, 초기에는 제한된 콘텐츠12)와 유럽 중심의 구성13)이라
는 비판을 받았다. 구글의 입장은 미국 미술관이 안고 있는 저작권 문제가 일부 원인이라는
것이었다. 미국 저작법에 따라 창작자 사후 70년까지 예술작품에 대한 권리가 보호된다.14) 따
라서 대다수의 현대 예술작품은 창작자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지만, ‘옛 거장’의 작품(절대
적 다수가 유럽 출신의 남성 작품15))은 저작권이 소멸했다.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작품의 사진
한 장을 전시할 때 그 권리를 확보하려면 작품에 대한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창작자 또는 그 대리인과 라이선스를 체결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저작권에 따른 제약은 미술관 소장품의 재현이란 보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이며 복잡한

10) “About Google, Our Culture & Company News,” Google, accessed October 13, 2020,
http://about.google/.
11) Amit Sood, “Building a Museum of Museums on the Web” (TED Conference, Long Beach
Performing Arts Center, March 1, 2011).
12) “The Problem with Google’s Art Project,” The Telegraph, accessed October 7, 2020,
https://www.telegraph.co.uk/culture/art/art-news/8296251/The-problem-with-Googles-Art-Project.
html.
13) “Getting in Close and Impersonal: Google Art Project,” The Economist Newspaper Ltd, February 3,
2011,
https://www.economist.com/prospero/2011/02/03/getting-in-close-and-impersonal.
14) 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 “Circular 15a: Duration of Copyright,” 2011, 1.
15) “Gender Bias Reveals Consequences For Female Artists,” NPR.org, accessed October 26, 2020,
https://www.npr.org/2020/01/24/799163534/gender-bias-reveals-consequences-for-female-ar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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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에 한 겹을 더하는 것이다.
구글 아트앤컬처는 iOS용 앱과 안드로이드용 앱에 한 가지 기능을 추가했다. 플랫폼의 미
술관 소장품에서 이용자와 닮은 초상화를 찾아보는 아트 셀피(Art Selfie)란 기능이었다. 그러나
유색인종, 특히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이용자들이 결과물로 보게 된 사진은 전형적인 모습
이거나 인종적으로 일치하지 않았다.16)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다기보단, 오히려 플랫폼에 소개
되는 예술작품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것이다.
2019년, 정치 성향을 띤 예술가 그룹인 미술노동자연합(Art Workers Coalition)이 뉴욕현대
미술관(MoMA)에 더 많은 흑인 작가들의 작품이 소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지 반세기가 지난
시점에 뉴욕현대미술관, 국립미술관,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등 미국의 주요 미술관 18개 곳을 대
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술관 소장품의 85.4% 가 백인 작가들의 작품이었다.17)
예술을 통해 참여와 ‘유희’의 경험을 만들고자 하는 구글 아트 셀피18)의 개발자는 미술관 소
장품에 나타난 유색인종의 재현에 대해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 미술관을 민주적으로 만들려
는 이들의 노력에서 구글은 여러 미술관이 겪고 있던 평등, 접근성, 포용성, 이해당사자에 관
한 복잡한 내부 갈등은 묵과했다. 이 내용은 글의 후반부에서 다룬다.
이러한 갈등은 미술관에 국한된 건 아니다. 최근 발레계에서 아시아인 등장인물과 관련 주
제를 희화화하는 묘사가, 무대에 서는 아시아인 무용수 비율이 제한적이란 사실과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19) 미국교향악단연맹(League of American Orcestras)이 실시한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음악인 중 라틴계는 2.5%며 흑인은 1.8%에 불과했다.20) 소셜 미디어는 음악가
와 공연자를 대상으로 인종차별을 겪은 체험담을 익명으로 수집하여 공유하는 플랫폼을 제공
했다. ‘인종차별주의 오케스트라(Orchestra Is Racist)’21), ‘인종차별주의 오페라(Opera Is
Racist)’

22)

등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문화기관의 직원과 공연자가 일하면서 개인적으로 겪은

16) Michael Nuñez, “The Google Arts and Culture App Has a Race Problem,” Mashable (blog), January
16, 2018,
https://mashable.com/2018/01/16/google-arts-culture-app-race-problem-racist/.
17) Chad M. Topaz et al., “Diversity of Artists in Major U.S. Museums,” PLoS ONE 14, no. 3 (March
20, 2019),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12852.
18) “Art Selfie,” Google Arts & Culture, accessed October 26, 2020,
https://artsandculture.google.com/camera/selfie.
19) Phil Chan and Michele Chase, Final Bow for Yellowface: Dancing between Intention and Impact,
2020.
20) James Doeser, Ph.D., “Racial / Ethnic and Gender Diversity in the Orchestra Field” (League of
American Orchestras, September 2016),
http://americanorchestras.org/images/stories/diversity/Racial-Ethnic-and-Gender-Diversity-in-theOrchestra-Field-Final-92116.pdf.
21) @orchestraisracist, “Orchestra Is Racist,” accessed November 1, 2020,
https://www.instagram.com/orchestraisracist/.
22) @operaisracist, “Opera Is Racist,” Instagram, accessed November 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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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체험담을 수집·선별하여 소개한다.
인스타그램은 2012년 페이스북이 인수한 사진 교환 플랫폼23)으로 예술가, 갤러리, 경매업체
가 작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의 시장 영향력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지만, 페이스북이 이 플랫폼에 게재되는 작품과 관련해 어느 정도의 직접적인 장
악력을 행사하는지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용자는 자신의 피드를 최근 사진이 먼저 보이게 시간순으로 정리하거나 인스타그램 알고
리즘을 활용해 정리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개별 이용자 피드의 콘텐츠에 적용되는 알고
리즘은 페이스북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불투명하다. 초기에는 시간순 나열 방식을 대체하는
알고리즘의 도입으로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의 반발이 심했다.24)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변화는
일전에 페이스북이 시도했던 플랫폼 실험을 떠올린다. 2012년 페이스북은 한 주 넘게 70만
명 이용자들의 피드를 인위로 조작하면서 다양한 감성 콘텐츠에 대한 이들의 반응을 테스트
했다. 페이스북 이용자 중 실험의 대상자가 된 이들에게 어떤 고지도, 이들의 동의도 없이 실
험을 진행했다.25) 부지불식간에 피실험자가 된 이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유도하는 슬픈 콘텐츠
를 연속으로 받았다.26)
미술관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작품을 확보하고자 하면서도, 딜러나 경매를 통해 책정된 작품
가격과 관객과 이해당사자들 간에 형성되는 작품 구매 열망에 영향을 받는다. 쿠사마 야요이
(Kusama Yayoi)27)와 카라 워커(Kara Walker)28) 등의 경우를 보더라도 인스타그램이 유명
세를 증폭시킨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 두 예술작가는 자신들의 유명 작품으로 상당히 많은
관객을 끌어왔고, 예술계에 친숙하지 않은 이들의 포모 증후군(FOMO, 고립공포감)을 자극하
는 등 추가적인 노출로 수혜를 입었다. 인지도가 낮은 예술가라면 인스타그램에 최적화된 작품
을 제작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게 된다. 인스타그램 게시물과 함께 해시태그를 넣는 것은 콘
https://www.instagram.com/operaisracist/.
23) Evelyn M. Rusli, “Facebook Buys Instagram for $1 Billion,” New York Times, 1333991748,
http://dealbook.nytimes.com/2012/04/09/facebook-buys-instagram-for-1-billion/.
24) “Instagram Will Show More Recent Posts Due to Algorithm Backlash,” TechCrunch (blog),
accessed October 13, 2020, https://social.techcrunch.com/2018/03/22/instagram-recent/.
25) “Facebook Admits Failings over Emotion Manipulation Study,” BBC News, October 3, 2014, sec.
Technology, https://www.bbc.com/news/technology-29475019.
26) “Facebook Emotion Experiment Sparks Criticism,” BBC News, June 30, 2014, sec. Technology,
https://www.bbc.com/news/technology-28051930.
27) Mia Feitel, “At 90, Yayoi Kusama Is More Popular Than Ever,” ELLE, November 7, 2019,
https://www.elle.com/culture/a29726826/yayoi-kusama-infinity-room-macys-parade/.
28) Stephanie Eckardt, “Kara Walker’s Latest Political Art Is Once Again an Unlikely Instagram
Sensation,”
W
Magazine,
September
https://www.wmagazine.com/story/kara-walker-art-instagram/.

2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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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 창작자 차원에서 검색 기능과 인스타그램 분류 알고리즘에 영향을 미치려는 양심적인
노력이다.
의도의 유무와 상관없이 인스타그램이 자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예술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상상하기 쉽다. 알고리즘에 작은 변화만 주어도 지속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주관적이고 실험적이며 개인적인 예술작품의 경우에는 그러한 변화를 감지하기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어렵다.
인스타그램의 영향력 행사 방식을 연구하기 위해 우리는 콘텐츠 관리와 검열에 대한 인스타
그램의 접근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인스타그램이 관리된다는 점은 확실하다. 예술가들이 인
스타그램에서 자신의 작품이 제거되었다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세 가지 사
례가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다. 예술가 페트라 콜린스(Petra Collins)가 찍어 올린, 가리긴 했
지만 제모하지 않은 채 비키니를 입은 사진29), 시인 루피 카우르(Rupi Kaur)가 찍은 생리혈
자국이 선명한 옷을 입고 자는 여성의 사진, 사진작가 아말리아 울만(Amalia Ulman)의 상반
신을 드러낸 초상30)이 그 예다. 예술가 아르비다 비스트룀(Arvida Byström)와 몰리 소다
(Molly Soda)가 2017년에 함께 발간한 책에는 인스타그램에서 삭제당한 사진과 유사한 270
장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그레이스 뱅크스(Grace Banks)는 서평에서 <가디언>에 실린 “상
의를 벗은 남자의 사진은 대체로 검열되지 않지만, 상반신이 노출된 여자의 사진은 삭제당할
것이라 장담한다”는 기사31)를 언급했다. 소다는 “이는 수치심과 결속되어 있고, 여성의 몸을
보는 시각 또는 여성의 몸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시각과 관련이 있다”면서, 이러한 기준이 문
제가 있는 사회적 내러티브를 영속화시킨다고 단정했다.
부상하는 테크로크라시 시대를 나아가기 위한 문화영역의 힘겨운 투쟁은 주요 문화기관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이루어지는 시기와 맞물려 있다. 활동가들은 이
러한 영향력이란 관점에서 문화기관의 윤리적 책임, 관리, 운영을 비판적 시각으로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문화계를 독려했다.
2014년

걸프노동조합(Gulf

Labor

Coalition)에서

파생된

예술가이자

운동가

집단인

GULF(Global Ultra Luxury Faction)는 로툰다로 유명한 뉴욕 구겐하임미술관에서 약 12ｍ 길
29) Petra Collins, “Why Instagram Censored My Body,” The Huffington Post, October 17, 2013,
https://www.huffpost.com/entry/why-instagram-censored-my-body_b_4118416.
30) Molly Gottschalk, “The Photographs of Women’s Bodies That Instagram Censored,” Artsy, March
13,
2017,
https://www.artsy.net/article/artsy-editorial-photographs-womens-bodies-instagram-censored.
31) Grace Banks, “Pics Or It Didn’t Happen: Reclaiming Instagram’s Censored Art,” The Guardian, April
10, 2017, sec. Books,
https://www.theguardian.com/books/2017/apr/10/pics-or-it-didnt-happen-reclaiming-instagrams-c
ensored-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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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현수막을 펼치고32) 저녁에는 미술관 앞에서 팻말을 들고 시위를 이끌었다.33) 시위의 메
시지는 구겐하임 재단이 미술관 건축 예정인 아부다비에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가 제
대로 보장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2016년 이와 같은 우려 사항을 놓고 걸프노동조
합과 논의를 진행했으나 구겐하임미술관 지도부는 더 이상의 논의는 “비생산적”이고 이들의
요구는 일개 미술 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협상에서 철수했다.
구겐하임미술관 관장 리처드 암스트롱은 공개서한을 통해 아부다비 구겐하임 프로젝트와 관련
해 직원의 복지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34)
구겐하임이 확장에 따른 잠재적 외부성(externalitie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구겐하임 전·현직 직원으로 구성된 그룹(A Better
Guggenheim)은 구겐하임 재단의 지도력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구겐하임미술관 이사회에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무엇보다 미술관은 “직원과 함께 미술관 내부의 폭력적이고 배제적인 구조를 뿌
리 뽑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인종차별주의 반대를 위한 지침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BIPOC(흑인, 원주민, 유색인종) 자문위원, 학자, 직원, 학생을 참여시켜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
며 제대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5)
2020년 6월 9일 암스트롱 관장은 구겐하임 주주들에게 서한을 보냈다.
우리는 미술관과 업무 환경에서 포용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
습니다. (중략)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용적인 프로그램
개발, 지역 공동체의 참여 강화, 소장품과 전시, 직원, 이사진의 다각화가 중요하
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37)
2020년 8월 구겐하임미술관과 재단은 내부에 뿌리 깊이 박힌 인종차별에 대해 이를 해결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승인했다. 구겐하임미술관은 다양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 선도적인 문화기관 중 하나이다.
32) Mostafa Heddaya, “Protesters Unfurl Three-Story Banner in Guggenheim Museum,” Hyperallergic,
November 6, 2014, https://hyperallergic.com/161115/protesters-unfurl-three-story-banner-in-guggenheim-museum/.
33) Mostafa Heddaya, “Activists Picket Guggenheim Gala over Labor Abuses,” Hyperallergic, November
7, 2014, https://hyperallergic.com/161602/activists-picket-guggenheim-gala-over-labor-abuses/.
34) Hrag Vartanian, “Guggenheim Breaks Off Negotiations with Gulf Labor Over Migrant Rights,”
Hyperallergic, April 17, 2016,
https://hyperallergic.com/291594/guggenheim-breaks-off-negotiations-with-gulf-labor-over-migra
nt-rights/.
35) A Better Guggenheim, “Letter to the Board,” June 29, 2020,
https://abetterguggenheim.com/letter-to-board/.
37) Richard Armstrong, “A Message to Our Community,” The Guggenheim Museums and Foundation, June
9, 2020, https://www.guggenheim.org/news/a-message-to-our-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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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펠러처럼 문화기관 이사회 임원들은 애당초 이들의 이사 선임에 영향을 미친 부의 원천과
인맥, 전문성을 이유로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민자보호연합(New Sanctuary
Coalition)41), 반식민운동단체(Decolonize This Place)42)와 기타 활동 그룹은 주요 문화기관
의 이사회에서 기업인 출신 인사를 해임하거나, 아니면 이들 단체가 보기에 문화영역의 가치
와 충돌을 일으키는 기업 이익을 이사회가 배제할 것을 주장했다.
이사회의 핵심 기능은 조직의 ‘관리’이다. 데니스 포인터(Dennis D. Pointer)와 제임스 올리
코프(James E. Orlikoff)가 공저한 이사회의 리더십에 관한 책은 이 의무에 대해 간결하게 설
명한다. “이사회는 기관 활동에 있어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진다. 이들은 기관의 설립 목적,
활동, 비전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43) 이사회의 핵심 책무는 해당 기관의
최고책임자(CEO)를 영입하고 감독하는 일이다. 다수의 문화기관에서 CEO란 직함은 관장 또
는 총괄 책임자와 호환되며, 미국의 미술관장협회(American Alliance of Museum Directors)
의 경우에는 ‘관장’이란 직함을 사용한다.
미술관장협회와 국립예술연구센터(National Center for Arts Research)가 공동으로 작성한
2014년 보고서를 보면, “미술관장협회 참여 미술관들에서 여성 이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38) Michelle Elligott, “From the Archives: Faith Ringgold, the Art Workers Coalition, and the Fight for
Inclusion at The Museum of Modern Art,” Inside/Out, a MoMA/MoMA PS1 Blog (blog), July 29,
2016, https://www.moma.org/explore/inside_out/2016/07/29/from-the-archives-faith-ringgold-the-artworkers-coalition-and-the-fight-for-inclusion-at-the-museum-of-modern-art/.
39) Julia Bryan-Wilson, Art Workers: Radical Practice in the Vietnam War Era, First paperback printing
(Berkeley Los Angeles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0), 18.
40) Elligott, “From the Archives: Faith Ringgold, the Art Workers Coalition, and the Fight for Inclusion at
The Museum of Modern Art.”
41) “Arts Professionals Demand MoMA Board Member Larry Fink Divest from Private Prisons,” accessed
October 11, 2020, https://www.artforum.com/news/arts-professionals-demand-moma-board-memberlarry-fink-divest-from-prisons-81008.
42) Hrag Vartanian, “Whitney Museum Staffers Demand Answers After Vice Chair’s Relationship to Tear
Gas Manufacturer Is Revealed,” Hyperallergic, November 30, 2018,
https://hyperallergic.com/473702/whitney-tear-gas-manufacturer-is-revealed/.
43) Dennis D. Pointer and James E. Orlikoff, The High-Performance Board: Principles of Nonprofit
Organization Governance, 1st ed, The Jossey-Bass Nonprofit and Public Management Series (San
Francisco, Calif.: Jossey-Bass, 200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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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50% 미만이며, 여성 관장의 평균 연봉도 남성 관장이 비해 낮은 수준이다”44). 2017년 업데
이트된 보고서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언론의 주목과 현장에서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성 격차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성별 임금과 고용 격차는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라고 지적한다.45)
미술관 관장의 리더십 파이프라인(리더십 역량)을 연구하는 한편, 관장 선정에서 이사회 기능의
중요성에 유념해야 한다.
문화 분야에서는 기관 외부에서 문화유산, 건축, 예술품 보존에 따른 상업적 이익과 타협해
야 할 때가 있다.
인도네시아 벨리퉁섬 해역에서 9세기 중국 당나라 물품 6만 점을 실은 고대 난파선이 발견
되었는데, 이 난파선의 수중발굴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 난파선이 발견 후 인도네
시아 정부는 물품의 약탈을 막을 수 없어 해당 해역에서의 발굴을 위해 독일 난파선인양업체
‘씨베드 익스플로레이션’을 고용했다.46)
하지만 미국 고고학연구소(Archaeological Institute of America)를 비롯해 고고학자들은 해당
해역이 고고학자들이 세운 장기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발굴된 게 아니라 수 개월가량 상업적
도굴에 노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해역에서 얻을 수 있었던 선박과 선원에 관한 상당한 정
보가 소실되었다고 주장했다.47)
스미스소니언협회(Smithsonian Institution) 아서 M 새클러 갤러리(Arthur M. Sackler
Gallery)는 <난파선 : 당나라 보물과 몬순풍> 전시회에서 이 물품들을 선보이려 했지만, 고고
학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미국 공영 라디오방송 NPR과의 인터뷰에서 수중고고학 자문위
원회 소속 킴벌리 폴크(Kimberly Faulk)는 이 물품들은 “올바르게 발굴된 유물”이 아니기에
전시를 하게 되면 “보물도굴이 괜찮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고 주장했다. 2001년
12월 스미스소니언은 이틀간의 논의를 거친 끝에 이 전시회를 취소하기로 했다.48)
44) Anne Marie Gan et al., “The Gender Gap in Art Museum Directorships,” n.d., 15.
45) Veronica Treviño et al., “The Ongoing Gender Gap in Art Museum Directorships” (Association of Art
Museum Directors, 2017).
46) “From Beneath, A Smithsonian Shipwreck Controversy,” NPR.org, accessed October 13, 2020,
https://www.npr.org/2011/05/04/135956044/from-beneath-a-smithsonian-shipwreck-controversy.
47) “Smithsonian Sunken Treasure Show Poses Ethics Questions - The New York Times,” accessed October
13, 2020, https://www.nytimes.com/2011/04/25/arts/design/smithsonian-sunken-treasure-show-posesethics-questions.html.
48) “Statement on ‘Shipwrecked’ Advisory Group Meetings, Dec. 8-9,” Smithsonian Institution, accessed
October 13, 2020,
https://www.si.edu/newsdesk/releases/statement-shipwrecked-advisory-group-meetings-dec-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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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인지도 높은 인정 표시 중 하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세계유산협약에 서명
하면서 자국의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겠다는 서약을 한 국가만 자국 영토의 유산을
목록에 올리기 위한 등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49) 목록에 등재되어 인정을 받으면 긴장
이 유발된다. 목록에 포함되었다는 그 자체로 해당 장소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관광지로서 생
존 가능성과 적합성이 증대된다.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아지면 그 장소에서 경제적 가치를 끌
어낼 기회가 많아진다. 관광 수입은 지역 공동체를 굳건하게 하고 해당 장소의 관리와 지속
성을 위해 재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목록 등재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기도 한다. 무책임한
관광은 해당 장소를 마모시켜 관광 수입으로 복원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방문객 증가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경험에 비추어보면 지역 공동체를 고립시
키면서 장소의 특성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긴장 관계는 라오스 북부의 루앙프라
방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루앙프라방은 관광으로 파생되는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외부성
간에 균형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199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루앙프라방은 라오스
전통 도시건축과 식민지 시대의 건축이 어우러진 건축적, 예술적 유산을 자랑하는 도시다.50) 하
지만 이 도시가 목록에 등재된 이후 어떤 면에서는 공간에 갇혀버렸다. 이곳의 주택 시설 보
수에 제약이 가해지면서 현대의 자재보다는 더 비싸고 효능이 떨어지는 전통 자재를 우선시
해야 했다. 다수의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거처를 관광객들에게 빌려주고 근교 지역으로 이
주하면서 마을의 사회적 구조가 크게 변화했다. 아침에 승려에게 주민들이 음식을 보시(報施)
하는 탁밧(탁발 공양)은 축복에 대한 보답이지만, 마치 ‘관광객들이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듯
승려들에게 식량을 주는’ 동물원 같은 분위기로 바꿨다.51)
구글 아트앤컬처 플랫폼으로 이와 유사한 상품화 양상이 벌어지리라 짐작하는 건 어려운 일
이 아니다. 중국에서는 문화관광부뿐만 아니라, 선도적인 기술기업 및 텐센트와 바이트댄스와
같은 미디어 플랫폼이 주도하는 수많은 프로젝트를 통해 무형유산의 대중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베이징 소재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도우인(Douyin)은 짧은 동영상을 올리고 보는 앱으로 중
국의 국가 무형유산 프로젝트의 96%, 즉 UGC(사용자 생성 콘텐츠)에 올라온 4,800만 편이
49) UNESCO World Heritage
Nominations,”
UNESCO

Centre,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World
Heritage
Centre,
accessed

- World
October

Heritage List
11,
2020,

https://whc.unesco.org/en/nominations/.
50)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Town of Luang Prabang,”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accessed October 11, 2020, https://whc.unesco.org/en/list/479/.
51) David Berliner, “Multiple Nostalgias: The Fabric of Heritage in Luang Prabang (Lao PDR),” The
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18, no. 4 (2012): 775,
https://www.jstor.org/stable/23321449.

세션 3. 통섭 : 무형유산 교육 분야 원형과 전형 _ 251

넘는 영상을 통해 1318종목이 이 앱을 통해 소개되었다.52) 중국의 지방정부는 도우인을 활용
하여 지역 무형유산을 홍보하고 있으며 2019년 4월 도우인은 자사의 플랫폼에서 이러한 활동
을 부각하는 캠페인에 착수했다.53)
중국 거대 기술기업인 텐센트(시가총액 6650억 달러)는 기술과 문화유산의 접목이 가져올
역할을 고찰하기 위해 ‘텐센트의 새로운 문화창조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컨퍼런스에서는 사
오싱 오페라 <스킨Skin>을 중국 모바일 게임 ‘왕의 영광(Honor of Kings)’에 도입하는 기획
과 선전 오페라 무용극단과 선전 시 정부의 합작으로 중국 전통춤의 창의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한 공연 등 진취적인 사업들을 주제로 다루었다.54) 텐센트 비디오는 중국 전통음식을 주제로
한 ‘중국 조찬과 맛의 기원’55) 같은 식도락 다큐멘터리를 선보였다.
이 사업의 규모는 엄청나기도 하고, 또한 무형유산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을 보여
준다. 사업 관련 보도자료에서 텐센트는 플랫폼에 올려진 무형유산을 ‘중국의 지식재산’으로 언
급했다. 이러한 접근은 무형유산을 자산으로 보는 국가자본주의 모델에 유리하다. 이처럼 결
과적으로 득이 되는 도덕적 외부효과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경제적 목적을 내세우
면서 유산의 보호를 호소한다.
사업이 거둔 상당한 성공은 무시할 수 없고, 문화영역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문화영역은 상업화를 피하는 관습, 전통, 살아있는 표현물을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유산의 보호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판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상업적 이익은 문화영역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말해준다. 이익 문제의 원만한 해
결을 위해서는 민첩성과 핵심적, 부차적 전문성이 모두 필요하다. 문화영역에서 창의적인 작품
과 상업적 이익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비판 없이 상업적 이익을 수용하는 것은 도
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문화영역은 이러한 영향력에 대해 냉철한 시각을 갖추어야
한다.

52) Zheng Haiou and Qing Yuan, “Chin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Goes Online, Gains New Vitality,”
People’s Daily Online, June 24, 2020, http://en.people.cn/n3/2020/0624/c90000-9703648.html.
53) “Across China: Intangible Heritage Back in Vogue on Short Video Platforms - Xinhua |
English.News.Cn,” accessed November 1, 2020,
http://www.xinhuanet.com/english/2019-05/15/c_138060413.htm.
54) “UP2019: Explore New Possibilities for Cultural Heritage in the Neo-Culture Creativity Era,” accessed
November 1, 2020, https://www.tencent.com/en-us/articles/2200931.html.
55) Zheng Haiou and Qing Yuan, “Chin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Goes Online, Gains New Vi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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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을 구축하려면 문화영역이 그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 분야 전반의 경제성을 총
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더 나아가 문화영역이 협력기관의 명성을 세탁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린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문화기관은 정당하지 못한 영향력에 저항해
야 한다.
문화영역은 그 자체의 규합시키는 힘, 즉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의 공론장으로 모아 아이디어
를 놓고 활발한 논의와 토론을 끌어내는 이 힘을 활용하고 그러한 역할을 계속해서 이해해야 한
다. 그에 따라 기술에 잠재된 민주화의 힘이 이 분야에 만연한 불평등의 실태를 드러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문화기관의 의무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영역은 문화유산의 상품화와 상업화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으로 끊임없이 이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 문화영역의 관리는 상업적 이익의 개입으로 강화될 수 있지만 이에 이
끌려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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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교육 강화를 통한 공동체 역량강화
- 알프스 남서부의 무형유산 사례를 통하여 -

알레시오 레, 지울리아 아반자
산타가타문화경제재단

알프스 서부의 무형유산 : 배경 및 과제
이탈리아는 상대적으로 작은 면적의 국토에 인구가 밀집된 국가로 인구는 약 6,000만 명이다.
2019년 기준 인구 5,000명 미만 소도시가 전체 도시 중 69.5%를 차지하며, 소도시 전체 인
구는 1,000만 명인데 이탈리아 전체 인구의 16.5%에 불과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소도시가
직면한 여러 어려움이 점차 파악되고 있다. 몇 가지 사례로 기본 공공 서비스와 상업 활동의
부족, 인구 감소와 노령화, 기후변화 대응 마련의 시급성, 방치된 건물의 폐허화 등이 있다.
물리적 접근성이 제한되고 정보기술 인프라 지원이 부족한 산악 지대 소도시들도 위급한 상
황에 처해 있다. 2014년 이와 같은 시급한 상황을 인식하고 이탈리아의 경제발전추진기관인
지역통합청에서 국가내륙전략을1) 실시하여 극 변방 지역의 최대 난제인 인구 감소를 타개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자원을 배분했다. 해당 지역은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
심지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고 중요한 환경·문화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인구
감소를 겪는 것이 특징이다.
이탈리아 알프스 남서부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피에몬테주는 1,181개에 달하는 가
장 많은 소도시가 있고 피에몬테주 전체 면적의 88.5%를 차지한다. 피에몬테주 내륙변방 지역
450개 소도시에 주민 51만 명이 거주 중인데, 이 소도시들은 프랑스와 국경을 마주한 알프스
산악 지대에 있다. 20세기 동안 이 알프스 지역의 인구 감소 경향이 가장 도드라진다는 사실이
바칭(Baetzing)의2) 연구에서 최초로 밝혀졌고, 최근에는 바르탈레티(Bartaletti)의3)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특히 쿠네오 지방의 알프스 소도시에서는 1901년부터 2010년까지 인구 유출로
인구의 21%가 감소했고, 보건, 교육, 대중교통 등 기본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극 변방 소도시
1) 지역통합청 국가내륙전략(2013). 이탈리아 도시의 약 53%를 차지하는 내륙 지역에 이탈리아 인구의
23%에 해당하는 1,354만 명이 거주하며 국토의 60%를 넘는 면적을 차지한다.
2) BÄTZING W., Le Alpi. Una regione unica al centro dell’Europa, Bollati Boringhieri, Torino 2005
3) BARTALETTI F., Le Alpi. Geografia e cultura di una regione nel cuore dell’Europa, FrancoAngeli,
Milano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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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지난 40년 동안 무려 인구의 40%가 감소했다.4)
2014년 코티엔느 산맥의 최고봉으로 지역 정체성의 상징이자 피라미드 형태로 유명한 몽
비소 일대 알프스 남서부 지역은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네트워크(이하 ‘MAB 네트워크’)의
접경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가 되었다. 40만 헥타르에 이르는 108개 도시가 포함되며 그중
87개가 이탈리아, 21개가 프랑스 도시이다.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은 오랜 기간 지역 공동체의
참여가 있어 가능했고,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노력을 체계화
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특히 지역 문화유산 보호와 더불어 문화와 자연 자원에 기반한 지속가
능한 관광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인간 활동의 환경적 영향을 줄여서 기후변화의 부작용을 완
화하고 적응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했다. 지구 온도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대형 산사태
발생 위험으로 몽비소의 존립이 위태롭고5) 이와 관련된 생태계와 생계 활동도 변화를 겪고 있
다.
최근 COVID-19 사태로 빚어진 상황은 내륙 산악 지대의 삶과 관련된 위험성과 가능성 모
두를 잘 보여준다. 2020년 3~4월의 가혹한 봉쇄 기간에 환경과 공동체 사이에 적정한 균형
이 맞춰지면서 양질의 삶이 제공됐지만, 당시 제한조치로 기존에 지역이 겪고 있던 어려움은
가중되었다. 디지털 인프라는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기에 열악했고, 쇼핑과 서비스 시설이 저
지대 계곡 대형 센터에 집중돼 있어서 산악 지대 경제의 사막화 상황이 드러났으며, 관광객
부재로 지역 수입은 현저히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기록된 흥미로운
경험을 통해 공동체가 회복하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널리 나타나는 요소는 지역 발전과 다양한 무형유산 사이의 연관성이다.

옥시타니아 계곡 : 문화유산의 신세대로의 전승
이탈리아와 프랑스 국경지대의 알프스 남서부는 대부분 지역이 옥시타니아 계곡으로 이곳
에는 옥시타니아어를 사용하는 공동체가 거주한다. 이 지역에서는 수백 년에 걸쳐 주민과 산악
생태계 사이에 나타난 독특한 형태의 관계와 서로 점진적으로 적응한 결과, 음악, 무용, 공예,
사회 관습 등 다양한 형태의 수많은 무형유산이 오랫동안 존재해왔다. 한편에서는 더 이상
세대 간에 전승되지 않는 무형유산도 있고, 장인이 보유한 여러 관습도 사라지고 있다. 양털과
4) Report of the National Strategy for Inner Areas, Region of Piedmont, 2018
5) Regional Agency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of Piedmont; “Landslide of the Northeast side of
Monviso” 3rd of July 2020. Press release available at:
http://www.arpa.piemonte.it/news/crollo-dalla-parete-nordest-del-monviso-rilievo-digiugno
Last check: 02/1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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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방직, 전통의상 제작 등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이 그러하다. 20세기 후반부터 해당 문화유
산과 관련된 소중한 물건과 방법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서 지금은 역사적인 집단기억으로
공동체 박물관에서 전시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라이타 계곡 키아날레 마을의 의상 직물 공
예박물관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국내외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보호를 받는 무형유산도 있다.
이 지역에서 시작되어 널리 시행되는 트랑쥐망스 전통 이동 방목은 201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되었다.6) 알프스 등산도7) 대표목록에 등재되었는데, 이를 통해
몽비소는 알프스산맥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산으로 알려졌다. 전통 음식도 상세히 기
록되어 왔는데, 관련 정보는 여러 지역이 참여한 프로젝트 ‘유럽 몽비소 옥시타니아 계곡
(MOVE)’에서8) 미식학 대학교가 제작한 ‘몽비소 지역과 옥시타니아 계곡의 음식 지도책’이
나,9) 알프스 전통 음식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추진을 위해 알프푸드웨
이(AlpFoodWay)가 제작한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알프푸드웨이는 여러 지역
이 참여하는 알파인 스페이스(Alpine Space) 프로그램에서 시행한 초국경 프로젝트이다10).
고유한 특징을 지닌 옥시타니아 문화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여러 도전에 직면했는데, 특히 인
구 감소와 세계화 확대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했다. 멸종 위기 언어 목록에 등재된 옥시타니아
어는 현재 이탈리아 계곡 지대에서 겨우 2만여 명이 사용하지만,11) 지역 차원에서 추진하는
여러 프로젝트가 독특한 옥시타니아 문화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2016년부터 개최된 옥시
타모 축제(Occit’amo Festival)에서는12) 중세 후반 음유시인 트루바두르(troubadour)가 탄생한
옥시타니아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통음악을 경험할 수 있다. 옥시타모 축제가 지역
전체로 확대되면서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가 매년 즐겨 찾는 연례행사이자, 기존 예술가와 신진
예술가가 만나는 장소가 되었다. 옥시타모 축제는 특히 음악과 문화를 통해 신세대에게 소속
감을 전승하고 공동체의 역사와 정체성을 재차 확인하는 매우 상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계곡 지대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와 청년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에스파시 옥시탄
(Espaci Occitan) 협회가 개발한 ‘페아멘트(Fai a ment): 옥시타니아 문화교육’ 프로그램도13) 유
6) Transhumance page on the UNESCO Intangible Heritage list:
https://ich.unesco.org/en/RL/transhumance-the-seasonal-droving-of-livestock-along-migratory-ro
utes-in-themediterranean-and-in-the-alps-01470
Last check: 02/10/2020
7) Alpinism page on the UNESCO Intangible Heritage list: https://ich.unesco.org/en/RL/alpinism-01471
Last check: 02/10/2020
8) See the project webpage https://www.visitmove.it
9) Atlante dei sapori delle terre del Monviso e valli occitane / a cura di Paolo Olivero. Savigliano:
Artistica, 2017
10) See the inventory on the project webpage https://www.alpfoodway.eu/
11) REGIS, R. Su pianificazione, standardizzazione, polinomia: due esempi. 2012.
12) See the Occit’amo Festival webpage https://www.occitamo.it
13) See the association dedicated web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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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하다. 이 프로그램은 옥시타니아어와 문화유산 인식 확대를 목표로 학생 연령에 따라 차별화
된 워크숍 활동을 통해 지역의 문학, 음악, 전설, 전통 직업, 건축양식에 관한 지식을 전파한다.

자연환경과 문화 관습 교육을 통한 공동체 역량강화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세대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체가 현재 직면한 도전에 맞설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했다. 그리하여 공공, 민간, 시민사회 등 다양한 활동가가 지역 자원 및
그 보호와 올바른 사용의 중요성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장기 전략을 시행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2018년 몽비소 공원(유네스코 몽비소 접경 생물권보전지역 운영기관)은 산타가타 재단,14) 공
공기관, 현지 비정부기구와 함께 지역의 15~18세 청년을 대상으로 혁신적인 비정규 교육 프
로그램인 유네스코 MAB 몽비소청년캠프를15) 도입하여 시행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계
속 진행 중인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의 회복탄력성 강화, 공동체 발전 가속화, 그리고 청년 참
여를 통해 문화 관습 전승 맥락에서 이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다.
유네스코의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16) 선언과 정책 지침에
따라 몽비소청년캠프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을 위해 필요한 변화를 위해 청년의 역량
을 기르고 강화하는 것이다. 청년들은 멋진 장소에서 숙박하며 현지의 문화, 자연, 공동체의 자원
과 연계된 가치를 이해하고, 유엔의 2030 어젠다 ‘세계의 전환(Transforming our world)’의 지속가
능발전목표의 이해와 영향을 강화하는 상호 학습활동에 참여했다.
현지 무형유산이 특별한 주목을 받으면서 그 잠재력이 드러났다. 당면한 위협과 그 결과로
인한 발전 과제를 문화에 기반하여 해결하는 방식에 관한 제안과 요구를 정교화하는 과정에서
무형유산의 회복탄력성 기여,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 유엔 세계관광기구의 ‘책임 관광’(2012
http://www.espaci-occitan.org/news/news/fai-a-ment-cultura-occitana-per-lescuole/
14) 산타가타문화경제재단(Santagata Foundation for the Economics of Culture)은 이탈리아 투린 소재 비
영리 연구재단으로 문화 자원과 사회경제 발전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여 알린다.
(https://www.fondazionesantagata.it/en).
15) 몽비소청년캠프는 몽비소 공원, 산타가타문화경제재단(이탈리아 토리노), 몽비소연대컨소시엄(Consorzio
Monviso Solidale)과 아프로시마치오니(ApprossimAZIONI, 이탈리아 살루초)가 아믈레토 베르토니 재단
(Fondazione Amleto Bertoni), 살루초시, 케이라 문화사회체육협회(Association Culturelle Sociale et
Sportive du Queyras), 브리앙송 청년문화의집(프랑스)과 협력하여 탄생한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쿠네오저축은행 재단과 유네스코 이탈리아 국가위원회로부터 후원을 받고, 여러 시 당국과 현지 기업의
기술 협력을 통한 지원을 받았다.
16) See the dedicated webpage at: https://en.unesco.org/themes/education-sustainable-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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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청년 참여 등의 가능성이 확인된 것이다. 모든 교육 활동은 세대 간 교류와 지식 전승에
찬성하는 지역 활동가와 긴밀히 연계되어 시행되었다. 전통 음식 풍습 관련 사업(제빵사, 치즈
제조사, 맥주 양조업자), 전통 농업생태 활동(양봉가, 약초 및 차 재배가), 전통 기술을 보존하는
장인(생태건축, 또는 나무 등 현지 전통 재료를 사용하는 건축 전문가), 그리고 알프스 등산
등 기타 무형유산 및 관련 관광 활동을 증진하는 현지 문화기관이 지역 활동가에 해당한다.
캠프는 교육 프로그램 내용과 캠프에서 열린 회의에 따라 상향식으로 진행되고 이탈리아와
프랑스 청년이 매회 평균 25명 정도 참여했다. 미래 세대의 요구와 기대에 더욱 부응하기 위해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공동 제안서를 작성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
했고, 이를 의사결정자와 지역 관할기관에 전달했다.
2018~2019년에 마이라 계곡과 포 계곡에서 열린 1차 및 2차 캠프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양국 모두에서 유네스코 접경 생물권보전지역의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지역 공동체의 협력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또한 지속적인 정보교류 활동과 더불어 국제협력 프로젝
트를 시행하는 역량을 회복시켰다.
또한 청년들과의 만남을 통해 더 많은 활동가에게 다가가 관심을 끌기 위한, 공유, 세대 간
대화와 부문별 대화, 새로운 언어와 도구(디지털 기기 등) 도입, 공동체 가치의 대안을 모색하
는 역량에 대한 잠재력도 드러났다.
2020년 10월 캠프는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제한조치로 혼합 방식으로 기획되었다. 교
육 활동은 과거 참가자의 프로젝트, 그리고 과거 참가자와 미래 참가자로 구성된 청년 위원
회 조직 등으로 보완되었다. 이는 훈련 활동 기간뿐 아니라 연중 내내 청년의 높은 참여도를
유지해서 다른 활동가와 이해당사자를 자극하고 청년들의 잠재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목적이다.

미래 발전 : 반복성, 적응성, 열린 질문
유네스코 MAB 몽비소청년캠프는 국가와 세계적 수준에서 모두 극찬을 받았다. 그중에서도
2018년 11월 환경부와 유네스코 국가위원회가 개최한 제1차 이탈리아 생물권보전지역 회의
에서 우수 사례로 소개되었고,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미셀바티스 상의 이탈리아 대표로
선정되었으며, 2019년 4월 더블린에서 열린 2019 유럽 MAB 네트워크에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17) World Tourism Organization (2012), Tourism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WTO, Mad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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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사례로 소개되었다. 여러 행사에서 나타난 가시성 덕분에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와 지식
전승을 통한 방안에 참여하여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이 개념은 다른 많은 활동가와 공
동체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이탈리아 등 여러 국가에서 유네스코 등재로 혜택을 본 경
우가 그러했다.
다른 활동가와 기관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는 청년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프로그램과 유
사한 프로그램의 기획과 조직, 지역의 독특한 문화유산 자원의 가치 발굴, 전례가 없는 사회,
경제, 환경적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무형유산의 활용 등의 접근 방식에 관심을 보였다. 청년 캠
프는 현재 이탈리아의 다른 지역과 공동체에서도 계획 중이다. 트랑쥐망스와 관련 의례로 유
명한 투린 근처 피에몬테 란조 계곡,18) 성지순례 전통과 관련된 영적인 가치를 지닌 크레아
성산 세계유산,19) 유네스코 MAB 네트워크로 “메쌓기의 지식과 기술” (2018년 유네스코 인
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로 유명한 알프스 동부 트리에스테의 미라마레 해양 생물권 보
전구역에서20) 추진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청년 단체가 설립되어 지역에서 문화 주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적극
적인 시민 행동을 위해 목소리와 힘을 보탠다면, 지역 공동체 수준에서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관한 주요 글로벌 이슈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실
제로 이 프로그램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청년 단체와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었다. 반복성 외에도
캠프의 참여 방식을 통해 원거리 지역에서 포용적 학습을 지원하고 혁신적인 지식에 접근하는
역량을 보여줬다. 또한 잠재적으로 적응성이 있어서 회복탄력성을 지닌 교육 형태가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이는 현시대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팬데믹 시대에 더욱 특
별히 중요하기에, 학교, 정규 교육 시스템, 현지 당국 전반으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18) 타임2 재단(Time2 Foundation)의 후원 및 아젠다 위피(Ageenda WiFi), 카라콜(Caracol)과의 협력을
통한 ‘청년 역량(Youth Power)’ 프로젝트.
19) 문화공간(Luoghi della Cultura) 프로그램에서 ‘크레아성산예배당복원협회’가 기획하고 산파올로 사립자
선재단이 후원하는 ‘자연, 문화, 생산의 크레아 성산’ 프로젝트.
20) WWF 이탈리아 본부에서 기획한 미라마레 해양생물권보전지역과 지울리 프레알프스 자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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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이하 아태센터)는 2014년부터 2년 주기로 아시아-태평양 무형유산
NGO 컨퍼런스를 개최해왔다. 이번 컨퍼런스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개최가
결정되며 범세계적 무형문화유산 분야 NGO들의 활동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었다. 아태센터와
ICH NGO 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ICH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상관관계를
더 잘 이해하고, ICH NGO의 활동에 대한 유용한 경험과 정보 공유를 통한 역량 강화, 지역
내 NGO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많은 ICH NGO들이 그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은 특히 양질의 교육
(SDG 4) 달성을 목표로 한다. 금년도 회의는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 속에서 NGO
들이 어떻게 무형유산을 교수학습 플랫폼으로 통합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Ⅱ. 첫째 날 (2020.11.12.)
컨퍼런스의 첫날 발표는 무형유산 분야 NGO들이 사업 수행 현장에서 코로나로 야기된 변
화와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이를 조정하며 새로이 주어진 NGO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다양
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아태센터의 서진영 전문관은 프로그램의 사회를 맡아 본 컨퍼런스의 발표자와 시청자들을
환영했다.
OECD 멕시코 로베르토 마르티네즈 소장의 특별강연으로 컨퍼런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
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틀로서 회복탄력성과 매개자로서 NGO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세션1의 좌장인 금기형 아태센터 사무총장은 에트놀라노 재단의 카롤리나 베르무데즈를 시작
으로 세션의 연사들을 소개했다. 베르무데즈는 에트놀라노 재단의 코디네이터로 피아로아
(Piaroa) 토착민들과의 사업 경험을 공유하였는데, 어떻게 토착민들 스스로가 주체성을 발전시
키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보유하고 있는 문화 자원을 지켜낼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진행
하였는지 NGO의 활동들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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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회복기금의 카이퀑 초이는 두 번째 발표자로서 윤롱지구 무형유산의 활성화를 위한 '윤롱
공동체 무형유산 발전 프로젝트'를 소개하였다. 와이타우 방언 회화 수업, 광둥 오페라 시범
공연, 현장 축제 및 의례 가이드 투어, 약초차 만들기 현장 체험, 종이 공예 기술 워크숍의 무형
유산 각 범주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강연자는 아마구구국제유산센터의 알링턴 엔드로브 연구원으로 그의 발표는 원주
민의 토착 지식 시스템이 위기 대처 능력에 있어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짐바브웨 원주민의 토착 지식 시스템이 개인과 공동체에 높은 수준의 불
안감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지점에서 현재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그 후, ARHI의 디비야 보라 소장은 북동부 인도에서 ARHI가 진행한 카르비(Karbi)족의 천
연염색 전통 재활성화 이니셔티브에 대해 발표하였다. 인도 정부가 코로나로 인하여 봉쇄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취한 후, ARHI는 프로젝트를 지속하기 위해 인터넷 기반 기술에
크게 의존했는데, 이 부분에서 무형유산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지, 변화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는 시사점을 공유하였다. 그는 온라인 및 모바일 콘텐츠를 만들고 보급하기
위해 NGO 자체의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세션 발표가 종료되고 역량 강화를 위한 무형유산 분야 NGO의 역할, 동시에 범지구적으로
발생한 대유행으로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조건 하 어제든지 이니셔티브를 적용하기 위한
현장 점검, 활동 성격 검토 등의 준비를 재점검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좌장으로서 금기형 사무총장이 1세션을 마무리했다.
2세션 준비를 위한 1시간 30분간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다.
두 번째 세션의 좌장인 시리아발전신탁기금의 림 샤크 이사는 무형문화도시연합(ICCN)의
훌리오 나세르 사무국장과 3명의 발표자들을 소개했다. 발표는 공동 저자인 미구엘 올리바레
스가 진행했다. 금년도 회기에 사무국을 맡고 있는 스페인 알헤메시의 활동 대응을 포함하여,
31개 주, 29개 도시, 34개 협회가 참여하는 ICCN의 구성원으로서 지방 정부와 문화기관의
온라인 축제 반응을 공유하였다.
이어진 발표는 크리에이티브 제너레이션의 제프리 풀린 소장의 제언으로 기관이 행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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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에 대한 내용 설명과 함께 무형유산 연행자들이 뉴노멀 시대에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전략을 배울 수 있는 교육학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발표는 THAAP의 지아수딘 피르 프로젝트 매니저와 미자 우바이드 컨설턴트가 준비
하였다. 발표의 핵심은 주류 교육과 그 이행 사이에 내재된 모순을 다루었으며, 파키스탄의
사례를 통하여 형식 교육 커리큘럼에 무형유산 관련 과목에 대한 지지와 구조적 관련성이 부
족한 현실을 강조했다.
첫날의 마지막 연사는 무형문화연구원의 함한희 교수였다. 함 교수는 다른 회원국들과는 근
본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한국의 사례를 소개하였는데 특히 국내 유네스코 인가 NGO
협의체들의 활동과 무형유산 공동체가 위기에 대응하는 방안 및 웹 기반 플랫폼 활용 이니셔티
브를 수행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음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NGO와 공동체의 역량이 객관적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세션을 정리하는 토론에서 좌장과 발표자들은 코로나와 같은 위기가 무형유산 보
호를 위한 NGO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각자의 물리적·지리적 위치에서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는지에 대한 다양한 수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무형
유산 분야 NGO들의 기여를 향상시키기 위해 약점은 무엇인지, 대처방안은 무엇일지에 대해
보다 섬세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졌다.
좌장으로서 림 샤크 이사가 2세션 종료와 함께 첫째 날 행사를 마무리했다.
회의 첫째 날 행사가 종료되었다.

Ⅲ. 둘째 날 (2020.11.13.)
컨퍼런스의 이틀째 발표는 회복탄력성을 위한 무형유산의 경제적, 영향력, 교육적 활용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종합적으로, 세션을 관통하는 개념은 뉴노멀에 사는 우리
에게 새로운 사고, 새로운 해법이 무형유산 분야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아태센터의 서진영 전문관은 어제의 논의사항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이튿날의 프로그램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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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작하였다.
핀란드민속음악연구원의 마티 하카마키 소장이 두 번째 특별강연자로 초청되었는데, 그는 유
네스코 2003년 협약에 따라 인가를 받은 NGO들의 불균형한 지리적 배분을 언급하며 대표
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NGO들 간의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세션의 좌장으로 아난야 바타차리야 방글라나탁 닷컴/컨택트 베이스 소장은 세계공예협회
조셉 로 박사를 소개하며 세션을 시작하였다. 로 박사는 공동체 내 문화 시스템 네트워크 강화
를 역설하며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안 사례와 발리의 도자기 생산 사례를 들어 코로나로 야기
된 위기 상황에서 문화 부문의 반전 기회에 대해 이야기했다.
컬럼비아대학 국제비교법학부의 니콜라스 포젝 부소장은 기업의 문화 분야 참여와 그 영향
력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는 다양한 방식의 문화유산 활용에 대해 언급했고,
지속가능성과 이용 사이의 간극에 대한 질문을 다루었다. 포젝 교수는 NGO와 상업적 파트너
모두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컨퍼런스의 마지막 연사는 산타가타 문화경제재단의 알레시오 레 사무총장이었다. 알레시오
레의 발표는 옥시타니아 계곡의 자연과 문화적 표현을 지키기 위한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이를 통해 공동체가 어떻게 역량이 강화되었는지를 설명했다. 재단이 시행한 프
로그램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공동체의 대안적 내러티브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인
식과 세대 간, 부문 간 대화가 촉진되었다는 점이다.
무형유산의 본질과 NGO의 전반적인 도전과제, 취약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NGO의
대내외적인 활동반경과 관련하여 발표자들은 창의성과 혁신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공유된 목표
아래 모든 이해관계자 사이의 협력이 필요함에 대해 공통적으로 동의하였다.
바타차리야 소장은 세션을 마무리했다.
15분간의 휴식 시간 후 ‘코로나 이후 무형유산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종합토론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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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의 회의에 참여한 모든 참석자와의 전체 토론 진행자는 살아있는 유산 페르시아 정원
연구소 소장이자 사이드베헤스티대학 부교수인 자넷 블레이크가 이끌었다. 발표 내용에 대한
논의의 심화와 확장을 위해 ‘공동체의 회복탄력성을 증진하기 위한 NGO만의 특별한 역할이
무엇일까? 공동체와 정부 사이 리에종으로서 무형유산 NGO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자원을 얼마나 활용하여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라는 두 가지 주요 질문을 가지고 토
론이 이루어졌다.
무형유산은 사회적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위기 상황에서 취약성
과 강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양면적인 요소에 집중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발표자들은 NGO가
공동체가 어떻게 무형유산 지식의 보유자로서, 전달자로서, 담지자로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고 역량강화 훈련, 기록화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이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는 “비정부”기구임과 동시에 정부의 긴밀한 파트너라는 맥락에서 N
GO의 운신 폭에 대한 내용에 집중되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정부, 청년세대를 포함하는 다양
한 준위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끌어내기 위하여 NGO들의 활동 결과를 모범사례로
써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전체 컨퍼런스를 종료하며 블레이크 교수는 위기의 상황에서 공존, 연대, 통합이라는 키워드
아래 패러다임 변화의 중요성을, 이것이 곧 회복탄력성을 보장하는 첫 단추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서진영 전문관은 사회자로서 컨퍼런스를 갈무리하는 발언을 진행하였다.
이틀간 이어진 2020 무형유산 NGO 컨퍼런스가 모두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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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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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강연
특별 강연 1. 회복탄력성 체계 분석과 무형유산, NGO, 그리고 코로나 19
이후의 과제
로베르토 마르티네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멕시코 소장

로베르토 마르티네즈는 멕시코와 라틴 아메리카 권역 OECD 영향력
증진을

위한

관련

활동을

이끌고

있다.

또한

그는

라바르디니

(Labardini) 위원회의 전(前)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멕시코 연방 통신
연구소의 창립자이다. 멕시코 통신교통 사무국의 수석 고문 또한 지낸
바 있다. 로베르토는 정부와 다자간 조직, 민간기업에서 멕시코 통신,
전자, IT 산업 협회의 중남부 지역 책임자이자 인텔의 멕시코 정부 관리
자로 15년 이상 일했다. 또한 그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와 지적
자본과 경쟁력 멕시코 센터의 수석 컨설턴트로 재임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61년 경제적 진흥과 세계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
었으며, 37개국으로 구성된 정부 간 경제기구이다. 이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국가들의 포럼으로, 정책 경험을 비교하며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 모범사
례를 발굴하며 회원국의 국내외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또한
OECD는 UN의 공식 옵서버다.

특별 강연 2. 인가 NGO 지역 불균형에 대한 설문조사
마티 하카마키, 핀란드민속음악원 소장

마티 하카마키는 핀란드 카우스티넨의 민속 음악가이자 음악 교육자이며
유네스코 2003년 협약 인가NGO인 핀란드민속음악원의 원장이다. 핀
란드민속음악원은 비공식·공식적 기록화, 출판 및 교육을 통해 핀란드
민속 음악과 무용의 살아있는 유산을 홍보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음악원은 핀란드 전통 악기 박물관과 현대 민속 음악 및
무용의 광범위한 기록 작업 중에 있다.
하카마키는 유네스코와 2003년 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긴밀히 협력해왔으며, 북유럽 및 발트해 무형문화유산
네트워크의 의장이기도 하다. 그는 탈라리(Tallari) 민속 음악 오케스트
라의 총괄이며,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여러 핀란드 조직의 이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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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민속음악원은 핀란드 민속 음악 및 무용 연구 및 공연 센터이다. 음악원은 중앙
포흐얀마 지역에 위치한 카우스티넨의 민속 예술 센터에 있으며, 이곳의 광범위한 아카
이브 및 도서관은 모든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다. 보유자료는 오디오, 비디오, 사진, 문학
및 10만 편 이상의 신문 스크랩 자료 등이다.
민속음악원의 앨범 컬렉션에는 현대 민속 음악뿐만 아니라 아카이브 컬렉션이 있으며,
책의 범위는 민속 음악 및 전통 분야의 악보와 과학 출판물으로 구성되며 핀란드 내 주요
출판사로 기능하고 있다.
핀란드민속음악원은 살아있는 민속 음악과 무용 전통의 기록화, 핀란드 민속 음악에 관한
녹음, 도서 및 문서 출판, 민속 음악과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아동교육, 민속 음악 학술
교육, 민속 음악과 무용 연구 촉진, 핀란드 내 대규모 민속 음악 및 무용 행사 조직에
참여, 국내외 다른 민속 음악과 문화유산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국내 정치에서의 민속
음악과 무형문화유산 이익 증진 노력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핀란드의 민속 음악과 무용
공동체가 그들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부록 : 참가자 _ 273

세션 1: 코로나19 시대,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NGO의 역할
좌장
금기형,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ICHCAP) 사무총장

금기형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ICHCAP)의 총장이다. 베트남 한국
문화원에서 10년간 원장직을 지냈으며,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의 문화전
문관으로 일했다. 또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홍보국·관광정책국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아태센터의 총장으로 부임하며 아태지역의 탈중앙화와
개방성, 접근성의 가치를 강조하는 무형문화유산 지식 공유 플랫폼을
제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ICHCAP)은 유네스코 카테고리2 센터로 2011년에 설립되었다.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체계 내에서 활동하며, 무형문화유산을 통한 2030 UN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촉진을 궁극적 목표로 유네스코의 전략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48개국의 정보와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발표 1. 문화유산 보호와 웰빙을 위한 무형문화유산 관리 방안
카롤리나 베르무데즈, 에트놀라노재단 코디네이터

카롤리나 베르무데즈는 콜롬비아와 오스트레일리아의 토착민들과
지난 10년간 협업해온 인류학자이자 철학자이다. 그녀는 아마존을
비롯한 폭넓은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 문화 및 지방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토착민들을 위한 경제적 대안의 개발을 위해 여러
정부, 비정부 사업을 관리한 바 있다.
에트놀라노재단 활동과 더불어 카롤리나는 지역 사회 개발에 주력
하는 오스트레일리아 회사인 ‘라틴 아메리카 지역사회 협업(Latin
America of Community Works)’의 대표를 맡고 있다. 또한 국제
노동기구(ILO)의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콜롬비아의 노동 시장에 접
근할 때 토착민들이 직면하는 장벽을 탐구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
아에서 사회 정책 석사과정을 마치고, 환경 관리를 위한 토착민 기
구인 유쿠 바자 무리쿠(Yuku Baja Muliku)에서 인턴으로 일했으며,
MLDRIN (Murray Lower Darling Rivers Indigenous Nations)에서
봉사활동을 지속하였다. 특히 토착 국가의 자체적 용수권과 옹호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원주민 국가의 원주민 수로 평가(AWA) 도구의
이행을 지원했다.
카롤리나는 멜버른대학의 지리학과와 협력하여 토착 토지 관리,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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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및 생물다양성에 중점을 둔 환경 정치 및 관리에 관해 학부생
들과 협업 경험이 있다.
에트놀라노재단은 연구 결과를 실용적으로 활용하고 콜롬비아 동부 평원과 아마존의 도시
경계 지역에 위치한 토착 농촌 사회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보건 및 사회과학
전문가들의 주도로 1984년 설립되었다.
오늘날 에트놀라노재단은 토착민들의 웰빙을 위한 건강과 젠더, 다문화 간 교육 및 지역
사회 경제 문제에 대한 조직 및 거버넌스 프로세스에서 지역 토착 사회 공동체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및 국가 기관과의 정확한 연결을 장려하는 활동 중에 있다.

발표 2. 홍콩 윤롱지구 공동체 기반 무형유산을 위한 거시적 발전 모델 구축
카이퀑 초이, 생명회복기금 프로젝트 협력원

카이퀑 초이는 12년 동안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 일해온 홍콩의 교
육자이자 문화기획자이다. 그는 무형유산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며
학교 내 무형유산교육 프로젝트와 일반인을 위한 ICH 홍보 프로젝
트를 이행하기 위해 비정부단체들과 협력한 바 있다. 2016-2017년,
초이는 5개 대규모 전통 축제 기록을 통한 공식 ICH 데이터베이스
구축 업무를 위해 홍콩 정부 무형유산과에서 재직한 바 있다. 그의
연구 관심사는 ICH 시스템, ICH 교육 및 홍보, 대나무 극장 문화
공간, 학교 교육 과정에서 광둥 오페라 교육이다. 관련 저서들이 있
으며, 홍콩, 중국 본토, 대만에서 이 주제에 관한 논문들을 발표했다.
생명회복기금은 2014년에 설립된 홍콩의 비정부 자선 단체이다. 기금은 자선에 뜻을 가진
그룹에 의해 시작되었고, 이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고 있다. 홍콩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생명 존중,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삶, 지역문화와 교육 분야 자선 활동을 증진하고
지속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발표 3. 코로나 대항 매개체로서의 짐바브웨 토착지식
알링턴 엔드로브, 아마구구국제유산센터 연구원

알링턴 엔드로브는 아마구구국제유산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을 시
작하였는데, 주니어 가이드와 엔드벨(Ndebele) 문화유산 컨설턴트,
퀴즈 마스터로서의 일을 수행하였다. 이후 아마구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프로그램 관리, 프로그래밍, 디자인, 짐바브웨 남부 마타
벨레(Matabeleland) 지방에서 무형의 문화유산 보호, 고취, 창조 예
술에 관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다. 한때 불라와요(Bulawayo)의
조사자로 하바쿠크(Habbakuk)기금, Q-파트너십, 굿 거버넌스 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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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에서 활동한 바 있다.
아마구구국제유산센터(AIHC)는

2010년

설립자

겸

소유주인

파시사

냐티(Pathisa

Nyathi)의 비전으로 설립됐다. AIHC의 사업 동력은 자립심과 자부심 고취를 위한 자활과
자급자족에 기반한다. AIHC는 토착문화 유산의 기록화, 보존 및 홍보에서 우수한 중심
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센터의 임무는 대중이 토착 유산, 역사, 문화적
맥락의 다른 면을 배우고 감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교육 및 레크리에이션 프로그
램을 조직하고 그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표 4. ARHI의 전통염색기술 활성화 노력
디비야 보라, 사회과학연구소 소장

디비야 보라는 북동부 인도의 문화유산의 아카이빙, 기록화 및 보
존을 위한 민속 문화 연구 사회과학연구소(ARHI) 비영리 단체의
소장이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인도 북동부의 토착 유산의 보존과
기록 분야에서 꾸준히 일하고 있다. 그는 마니푸르 저널(Manipur
Journal)과 북동의 소리(North East Voice)를 포함하여 이 지역의
많은 저널, 책, 잡지 발간을 위해 일해왔다. 현재 그는 노스이스트
투데이 잡지의 칼럼 작가이자 특파원이다. 델리 대학의 람자스 컬
리지에서 학사, 마두라이 캄라이 대학에서 신문방송학과 석사를 졸업
하였다. 그는 티와 부족 민요의 기록으로 2017년 유네스코 사하피
디아 펠로십으로, 2019년 인도 문화부 주니어 연구 장학금으로 연
구를 진행한 바 있다.
ARHI는 인도 아삼의 나가온에 위치한 비정부기구로, 연구, 문화조사, 기록화를 통해 북
동부 인도의 민속 문화를 재정의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 부족의 민속문화를 보호하고 촉진
하기 위하여 부족 내 문헌을 체계적으로 출판하고 있으며, 소수 부족집단, 문화, 생활방식,
그리고 이러한 집단의 문제점에 대해 대중 인식 제고를 위해 다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ARHI 내 연구 센터가 주축이 되어 상기 관련 주제 프로그램들을 기획, 이행하고
있다. 현재 및 미래 활동 계획은 부족 각각의 문화에 대한 시각 매체-오디오-비디오 자료
기록화,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 부족 민속 문화 출판, 워크숍 및 펠로우쉽 프로그램을 포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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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2: 코로나19가 NGO 활동에 가져온 변화
좌장
림 샤크, 시리아발전신탁기금 이사

림 샤크는 시리아발전신탁기금의 살아있는 유산 프로그램 이사이다.
림은 유·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
문화유산 지구인 구(舊) 알레포 복원사업, 분쟁 이후 지역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시리아 무형유산 보호 사업 전반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시리아발전신탁기금은 2012년부터 유네스코 인가를 통한 자문기구로서 활동하고 있다.
신탁기금은 시리아 전역의 개인과 지역사회의 역량과 잠재력을 가시화하기 위해 설립되
었다. 시리아의 긍정적 변혁을 위해 독립적 경제 기업 육성, 학습 및 생활 기술 제공,
시리아 문화 정체성 보호, 강하고 활동적인 지역사회 구축, 삶을 변화시키는 인도주의적
해결책 확대의 5가지 우선순위 영역에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긍정적인 변화는 사회에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익의 공유와 확대가
수혜자에게 직접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정책 입안 및 법률제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발표 1. 코로나19, ICCN 소속 도시들의 대응방안
훌리오 나세르, 무형문화도시연합(ICCN) 사무국장

훌리오 나세르는 무형문화도시연합(ICCN) 사무국장은 발렌시아 축제
박물관(Museu Valencià de la Festa) 관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유네
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마레 데 데우 데 라 살루트(건강의 성모
마리아) 축제’의 신청서 작성을 담당했다. 박물관 전문가로서 발렌시아
시청 고고학국에서 10년 넘게 일하며 유산의 회복, 복원, 보급 분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는 알헤메시의 무형유산 확산을 위하여 발렌
시아, 카탈로니아, 마드리드, 에우스카디, 카나리아 제도 및 해외에서
소장품 교류 전시를 진행한 바 있다.
무형문화도시연합(ICCN)은 전세계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일한
범세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단체 조직이다. ICCN은 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과의 불가분의 관계를 인식하고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나아가 문화간 대화를 통해 형성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적 평
화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CCN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 요소로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시장 간 및 지방
당국의 세계적인 협력을 위한 플랫폼으로 설립되었다. ICCN 창설을 위한 계획은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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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강릉시의 제1차 국제 시장단 회의에서 시작되었고, 2008년 시장단 라운드테이
블의 참가자들은 만장일치로 이집트에서 ICCN의 공식 설립에 동의하였다.

발표 2. 코로나 시대 예술과 문화교육 혁신
제프리 풀린, 크리에이티브 제너레이션 소장

제프리 풀린은 미국의 학자이자 사회적 기업가로, 그의 활동은 사회
정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세계의 가장 큰 도전에 대한 혁신적인 해
결책을 찾고자 한다. 이런 목적 하, 풀린은 젊은 창작자들과 창조성 증
진을 위해 크리에이티브 제너레이션(Creative Generation)을 설립했다.
예술가, 교육 연구자, 정책 활동 및 예술 관리자로서 10년간의 경험을
가진 풀린은 세계 예술교육 연합, UNESCO, Live Nation, Art Place
America for the Arts, Irish Departments of Arts 등과 같은 단체와
함께 미국 및 해외에서 문화 정책 및 교육 이니셔티브를 이끌었다. 이
영역의 리더로서 출판, 기금확보, 연구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세계
청소년 포럼, 세계 예술과 문화에 관한 총회, 미국 교육부, 미국 교육
연구 협회, 그리고 250개 이상의 국가 예술과 교육 같은 글로벌 및 지역
컨퍼런스에서 다양한 청중들과 만나고 있다..풀린은 포틀랜드, 메인주
에서 성장했으며 오클라호마시티대학, 더블린 컬리지, 글래스고 대학에서
예술 관리, 문화 정책 및 교육을 공부하였다.
크리에이티브 제너레이션은 사회적 변혁을 촉진하는 젊은 창작자들과 그들의 창조적 능
력을 배양하기 위한 활동을 장려하고, 연결하고,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다음 세대가
사회의 가장 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
력하는 글로벌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전 세계 세대 간 리더들과 함께
젊은이들의 창의적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개인과 단체의 활동을 고무하고,
연결하고, 확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매년 이 캠페인은 전 세계 파트너들과 주제를 공유
하고, 파트너들은 다시 매달 활동이 요구되는데, 이는 전 세계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에 기여한다.

발표 3. 파키스탄 칼라샤 지역의 무형유산을 통해 보는 유산교육 촉진
지아수딘 피르, 파키스탄 예술건축사 신탁기금(THAAP) 프로젝트 매니저
미자 우바이드, 파키스탄 예술건축사 신탁기금(THAAP) 컨설턴트

지아수딘 피르는 영국 애버딘 대학에서 인류학과 행동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의 연구 관심사는 문화적 헤게모니와 발전, 무형유산 기록화,
사회적 구성과 공적 공간의 진화에서 젠더 분석이다. 피르는 인류학자,
학자, 연구원,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파키스탄의 교육, 문화, 사회 분야에
기여하고 있다. 그는 주로 파키스탄 펀자브와 카이베르 파크툰크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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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州) 교육, 연구 및 개발 이니셔티브에 관여해 왔다. 이러한 활동들은
지역사회에 이익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공동체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파키스탄 칼라샤 공동체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미자 우바이드는 건축가이자 문화 컨설턴트이다. 2019년 이탈리아 토
리노 국제교육센터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유산 및 문화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지난 5년 동안 THAAP에서 컨설턴트 및 대외협력
전문가로 일해왔다. 또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예술문화발전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다.
우바이드는 생계를 위한 1차 부문에 대한 의존과 관련된 제약을 해결
하기 위한 역량 강화와 유·무형유산이 거의 60%의 파키스탄 국민의
두 번째 수입원이라는 인식에 뿌리를 두고 활동을 하고 있다. 각 프로
젝트의 이니셔티브를 다른 지역으로 확장하면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
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전문가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6년에 설립된 파키스탄 예술건축사 신탁기금(THAAP)은 파키스탄 증권거래위원회
(SECP) 제42조에 의거 비영리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 THAAP은 파키스탄의 최초이자
유일한 유네스코 인가 NGO이다. 신탁기금은 예술과 문화 분야 다학제적인 토론을 기반
으로 다양성 증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자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포럼이다.
THAAP은 역사, 전통, 문화 사이의 본질적인 연관성, 사회나 공동체의 문화를 구성하는
오늘날의 신념, 가치 체계, 세계관이 역사적 과거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인정함을 근본
이념으로 한다. 또한, 신탁기금은 통합과 포괄주의를 장려하고 그 반대는 지양한다. 역
사를 재평가하고, 사람의 관점에서 옛 역사와 최근 역사에 대한 학문과 지식을 창조하고,
이를 다시 많은 청중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파키스탄 라호르 예술문화발전연구소(IAC)는 파키스탄의 전통 지식을 높이 평가하며 최신
기술 지식의 투입과 현대화를 지향한다. IAC는 지역사회와의 통합, 장기적인 산업 연계
구축 및 국가 및 국제 파트너십의 가치를 중시한다. 궁극적으로 교양교육 플랫폼으로서
파키스탄의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 영어, 우르두어,
모국어의 3개 국어 교육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학생들은 문화와 예술 교육을 외국의 자극
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이 본질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인식하게끔 하는 목적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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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4. 온라인 활동으로의 전환: NGO와 무형유산 공동체 간 디지털 간극
함한희, 무형문화연구원(CICS) 소장

함한희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인가 NGO이자 자문기구인 무형문화
연구원의 소장이자,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이다. 그녀는 현재 한국의 전통
지식 체계와 사람들의 생활사를 수집하면서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
된 여러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이는 최근 "무형문화유산의
이해" 도서 편집장의 역할에서 그녀의 학문 분야의 기여가 드러난다.
그녀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 인류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무형
유산학회 회장이자 국제저널 무형유산의 논설위원이다. 그녀는 또한
한국 문화재청 무형문화재분과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무형문화연구원(CICS)은 무형문화유산 분야 연구증진과 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CICS는 무형유산과 관련한 학술적 관심과 심층적인 이해를 통해 ICH를 보호
하고 보존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는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연구, 목록화 작업
및 출판과 같은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연구원의 핵심사업으로서 무형유산 백과사전인‘ICHPEDIA’를 문화재청과 공동으로
구축하였다. ICHPEDIA 및 아카이브의 설립 목적은 (1) 무형유산 국가목록 작성을 위한
기본 정보 수집, (2) 디지털화된 ICHPEDIA를 통한 공동체, 전문가 및 일반 사용자들의
접근성 확보, (3) 무형유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 고취, 그리고 (4) 문화
다양성 증진이다.
이와 같이 CICS는 지금까지 ICH 1차 정보 수집, 웹 기반 목록 구축에서부터 교육 프
로그램과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노력을 경주해왔다.
연구원은 전 세계 무형유산 연구기관의 선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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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3 : 통섭 : 무형유산 교육 분야 원형과 전형
좌장
아난야 바타차리야, 방글라나탁 닷 컴 소장

아난야 바타차리야는 젠더, 문화 및 지속 가능성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가이다. 바타차리야는 인도 자다푸르 대학 전자
공학자로, 영국 스태포드셔 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공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녀는 인도와 다른 남아시아 국가들의 연구와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이끌어 왔으며, 여러 출판물과 전 세계 국제 포럼에서 문화와
발전에 관한 기고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바타차리아는

NGO 포럼의

운영 위원회와 Heritage Alive 및 ICH Courier의 편집 이사이사직을
역임하였으며, ICOMOS 인도 집행위원회, ICOMOS 무형문화유산 및
문화관광 국제과학분과 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방글라나탁 닷 컴은 인도 전역에서 문화 기반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포괄적이고 지속 가
능한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다. 이곳의 ‘삶을 위한 예술(Art for Life)'
이니셔티브는 무형문화유산을 되살리고 풀뿌리 문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
진다. 방글라나탁 닷 컴은 유네스코 2003 무형유산협약 인가NGO로서 자문활동을 하고
있으며, ICHCAP 및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무형유산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NGO 네트워크를 개발하기 위해 남아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다.

발표 1. 포스트 코로나 : 공예 부문 공동체 회복탄력성 구축
킨 킴 조셉 로, 세계공예협회 고문

조셉 로는 외부의 디자인 혁신과 개발에 대한 개방성과 함께 지역사
회의 정체성의 보호와 보존 사이의 균형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장인들의
작품 진위 여부 확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는 문화와 발전에 관한 수많은 유엔기관에서 일했으며, 특히 문화
기반 창조산업, 장인들의 역량강화, 문화외교 분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민속과 문화유산 센터, 스미스소니언 연구소, 부탄 왕립
직물 아카데미 등에서 재직한 바 있다. 로는 영국문화원 공예 미래
프로그램(2017-2019)의 자문이었으며, 현재 세계 공예 협회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자문 역할을 맡고 있다.
그는 정책 권고사항 및 프로젝트 관리를 지원하는 데이터 분석, 평가
및 모니터링에서 작업 계획 구현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실습 기반 교육 형식을 통한 디자인의 원리를 도출하는 장인들을 위한
디자인 과정들을 설계, 개발한 바 있다.

부록 : 참가자 _ 281

세계공예협회 AISBL(WCC-AISBL)은 1964년 설립된 비영리·비정부 기구로서 공예 관련
활동을 통한 친목 도모, 수입 창출, 교환 프로그램, 워크숍, 회의, 세미나, 전시회 등을
조직하고, 정보 공유와 제공을 위해 설립되었다. 협회는 현재 벨기에에서 국제기구로 정식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AISBL은 영리 목적이 아닌 국제협회로서 프랑스에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공예협회는 유네스코에 소속되어있으며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유럽,
중남미, 북미 등 5개 권역으로 구성된다. WCC는 1964년 카말라데비 채토파드하이와 아
일린 오스본 웹에 의해 설립되었다.
세계 공예 협회는 4년마다 총회를 개최하는데 2012년, 총회는 우샤 크리슈나가 협회장
으로서 첸나이에서 개최되었다. 이 총회 이후 회장직은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갔고. 왕샨
(Wang Shan)은 협회장직을, 징첸(Jing Chen)은 사무총장으로 활동하였다. 2014년, 63개
국에서 온 2000명 이상의 공예가들이 참가한 WCC 50주년 기념 회의가 중국 동양
(Dongyang)에서 열렸다. 2016년, 총회는 9월 22일부터 29일까지 이란의 이스파한에서
개최된 바 있다.

발표 2. 예술과 영향력 : 문화분야 기업 참여 과제
니콜라스 포젝, 컬럼비아대학교 국제비교법학부 부소장

니콜라스 포젝은 전략고문이자 미래학자, 인도주의자로 다양한 프로
젝트와 다학제팀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끈 경험을 가지고 있다.
포젝은 국제공동체들의 참여, 전략적 범분야 파트너십을 구축, 다양한
조직에서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한 바 있다.
컬럼비아대학 국제비교법학부 부소장으로서 회의, 심포지엄, 강연 시
리즈, 연구 프로젝트 및 지정학, 국제법, 세계화에 관한 행사를 조직
하고 있다. 중국·일본법학연구센터의 아시아법학 프로그램 부소장직을
역임하고 있으며 대학예술협회의 지적재산분과 위원이자 지구촌 헌장
학교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과거 포젝은 미국 오케스트라 연맹의 장학기금 조성 및 리더십 프로
그램을 감독과 아시아 소사이어티, 카네기 미술 박물관을 포함한 저
명한 문화기관에서 변혁을 주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포젝은 듀케인대학교 법대와 경영대 수료, 카네기멜론대학교에서 공공
정책 및 관리대학 예술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파커(Parker) 국제비교법학부는 판사 에드윈 B 파커의 유언에 따라 설립되었다. 파커 판
사는 국제변호사이자 베이커 보츠 (Baker & Botts)의 수석파트너였으며, 국제판결기구에서
활동하였다. 그는 미국의 국제통상 및 대외관계와 관련된 주제를 가르치고 연구하는 학교
설립에 대한 유언장을 남겼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법학부는 컬럼비아 로스쿨 소속으로 초국가적, 비(非)미국 법체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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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에 대한 연구와 가르침을 장려하고, 이에 따라 국제 법학계와 전문가 양성을 촉진
하는 목적을 가진다.

발표 3. 청년 교육 강화를 통한 공동체 임파워먼트
알레시오 레, 산타가타 문화경제재단 사무총장
지울리아 아반자, 산타가타 문화경제재단 연구원

알레시오 레는 건축가이자 문화경제학 박사로 문화유산 및 경제 개발
분야 전문가이다. 2008년부터 월터 산타가타와 그의 연구팀으로
2008년부터 함께 일해왔으며 2018년 산타가타 문화경제재단의 사무
총장으로 취임, 현재에도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는 토리노대학교
부교수(2013-), 피사대학교(문화경영 및 관광 정책) 교수(2018-)로
재직하고 있다. 레는 ITC-ILO 컨설턴트, CNRICVBC 연구원, 몬비소
공원 과학분과 위원, 국제토지환경역학연구소의 부연구위원, 토리노대
학교 유네스코 체어 등을 역임하고 있다.
지울리아 아반자는 산타가타 문화경제재단 연구원으로 국제 프로젝트
들을 담당하고 있다. SPI 밀라노에서 국제개발협력 학사, 밀란 보코니
대학에서 예술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아반자는 문화유산 관
리와 지역 개발 분야에 관심사가 있으며 다양한 공공 문화 기관들을
위한 응용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문화 협력 문제, 페루
에서 1년간의 현장경험, EU 지원의 무형문화유산 촉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 쿠바의 AICS 사무소의 문화 주도 지역 개발 문제에 대한
컨설팅을 통하여 전문가로 발돋움하였다.
산타가타 문화경제재단은 2018년 4월 13일 실비아 산타가타 연구센터(CSS-EBLA)의 주
도로 설립되었다. 재단은 CSS-EBLA의 모든 노하우와 문화경제학의 선구자인 월터 산타
가타에 의해 수행된 연구 활동의 집약체이다.
재단의 주요 업무 영역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개발의 경제적 차원과 유네스코 관련 프로
그램의 측면에서 문화유산 관리 모델 구축, 둘째는 문화 및 문화 혁신이다.
또한, 이 재단의 임무는 긍정적인 사회 경제적 영향을 창출하기 위해 문화와 다른 부문
간의 협력적 네트워킹을 가능하게 하고, 피에몬테와 이탈리아 경제 및 문화경영자들의
국제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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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자넷 블레이크, 사이드베헤스티대학 부교수 (살아있는 유산 페르시아 정원 연구소 소장)

자넷 블레이크 박사는 사이드베헤스티대학의 법학 부교수이다. 국제,
환경 및 인권법을 가르치고 있으며, 유네스코 인권, 평화 및 민주주의
의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센터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국제법률협회 문화유산법위원회 위원으로서 1999년부터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주로 무형문화유산 분야와 2003년
협약의 이행에 자문을 주었다. 블레이크는 2018년까지 3년간 2003년
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새로운 종합성과평가체계(Overall Results
Framework, ORF) 개발을 도왔고 2019년 ORF와 연계하여 회기 보고서
메커니즘을 개정했다. 2015년부터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위한 퍼실리테이터로 활동였으며, ICH 보호를 위한 국가법
체계와 정책 개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의견을 제공해 왔다.
살아있는 유산 페르시아 정원 연구소(PGILH)는 이란과 서아시아, 중앙아시아의 무형문화
유산 보호와 국내외 수준에서 2003 협약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비정부 기구다. 연구
활동, 무형유산 목록작성 및 기록화 사업, 역량강화(이란 및 지역), 유산 등재 및 홍보활동,
유·무형유산 평가, 박물관 관리 서비스 제공, 수공예품 수집 및 홍보,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 전문서 번역 및 출판, 법률 및 정책 상담 서비스 제공, 문화유산
분야의 기타 전문가 서비스 제공 등 문화유산과 관련된 활동들을 다각도에서 수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