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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World Forum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Civic Life 

A joyful village celebration, the entire community dancing together regardless of age or gender, skills 

to craft everyday items for the home and work. - Awarenes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oes not come 

as easily as tangible heritage with physical form. However, intangible heritage is the soul of cultural 

heritage, and carries its essence. This is why the UNESCO views intangible heritage as the repository of 

human creativity and cultural diversity. This living heritage is transmitted across generations, but also 

changes along with the times, which gives it the characteristics of both tradition and modernity. It holds 

immense value in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of its day and age. However, due to the unfamiliarity of the 

concept and its formless nature, it can be difficult to understand its impact on our live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ists closer to us than we think. It adds fun to our daily lives, makes 

our society worth living in, enhances individual capacities, and adds value to our lives. At this forum, 

we want to explore how this living heritage enriches and adds value to our lives, and the role it plays 

i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dividual capacity-building, through the keywords of “enjoyment and 

participation”, “solidarity and respect”, and “study and learning”, with case studies from specialized 

institutions in the respective fields.

Through this forum, some of us may discover the beauty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our daily 

lives, and others might even go on to become protector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future. 

We also hope that it would be an opportunity for professionals and institutions in the field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 further expand their current safeguarding activities.

                           

2019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 
무형문화유산과 시민생활

신명 나는 마을 축제, 남녀노소 너나 할 것 없이 어우러진 춤사위, 매일 사용하는 가구와 생활 공예품을 만

드는 솜씨 - 무형의 문화유산은 일정한 형태를 가진 유형의 유산과는 달리 인식하기 쉽지 않지만 문화유산이 

가지는 본질적 가치를 전달하는 것으로 유산의 정신에 해당합니다. 유네스코가 무형유산을 인류 창조성, 문

화 다양성의 보고로 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살아있는 유산은 세대를 이어가며 전승되면서도 그 시

대에 맞게 변화하는 특성이 있어서 전통성과 현대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시대 보통사람의 생활

에 있어 큰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념의 생소함과 정형성이 없는 특성으로 인해 무형문화유산이 

우리 삶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쉽게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일상을 즐겁게 하고, 살만한 사회를 만들며, 개인의 역

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에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유산이 우리 삶을 어떻게 풍부하고 가치 있

게 만드는지, 지속가능한 발전과 개인 역량 강화에 있어 어떤 가치를 발휘하는지 ‘향유와 참여’, ‘결속과 존

중’, ‘탐구와 배움’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각 분야 전문기관의 철학과 실천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포럼을 통해 누군가는 생활 속 무형문화유산의 매력을 발견할 것이며, 누군가는 미래의 수호자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무형문화유산 분야 종사자와 전문기관에게는 보다 동시대적인 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

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원장 김연수                                                                                                         사무총장 금기형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ious of UNESCO (ICHCAP) 
Director-General

Gi Hyung Keum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Director-General  

Yeon-Soo Kim 



10월 10일 (목)

1부  09:30~11:50 | 얼쑤마루 1층 대공연장

시 간 주 요 내 용

09:00-09:30 등             록

09:30-09:45 ■   식전공연(전주예술고등학교, 아시아소리프로젝트2019)

09:45-10:10

■   개회식 

◦ 개회사(김연수 국립무형유산원 원장) 

◦ 환영사(김현모 문화재청 차장) 

◦ 축    사(송하진 전라북도 도지사) 

◦ 축    사(김승수 전주시 시장)

기조발표 및 특별강연 (진행 : 한경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10:10-11:10

■   기조발표 

◦ 발표 1 : 살아있는 유산 - 풍요(Enrich), 통합(Include), 그리고 역량강화(Empower) 

                           (마크 제이콥스 벨기에 엔트워프대학교 비교유산학과 교수) 

◦ 발표 2 : 한국의 무형문화유산과 시민생활(서연호 무형문화재위원장/고려대학교 명예교수)

11:10-11:50
■ 특별강연 :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생활, 그리고 무형유산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2부  13:30~18:10 | 어울마루 3층 국제회의장

시 간 주 요 내 용

 1세션 :   삶을 풍요롭게 하다 ‘향유와 참여’(Enriching Life: Enjoyment and Participation) 

(진행 : 장장식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13:30-15:10
(100분)

◦ 발표 1 : 다양성에서 비롯되는 풍요 (삐에흐 부아 프랑스 세계문화의집 학술위원)

◦ 발표 2 :   살아있는 유산으로서의 성지 - 공동체의 삶을 풍요롭게 하다 

(촐포나이 U. 그리쉬추크 키르기스스탄 아이기네문화연구센터)

◦ 발표 3 : ‘노르딕 보호 실천’ 시민사회로부터 출발하는 보호 (리나 마르시오 핀란드유산국 전문관)

◦ 발표 4 : 조지타운유산 축연 - 공동체 동원과 참여 (밍치 앙 말레이시아 조지타운세계유산센터 이사)

15:10-15:20 휴             식

 2세션 :   사회 문제를 해결하다 ‘결속과 존중’(Inclusive Society: Solidarity and Respect) 

(진행 : 금기형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15:20-17:00
(100분)

◦ 발표 1 : 캄보디아의 살아있는 예술, 사회를 통합하다 (소크혼 욘 캄보디안리빙아츠 전문관)

◦ 발표 2 : 다민족 국가 싱가포르의 무형유산 보호 (커크 시앙 여 싱가포르 국가문화유산위원회 과장)

◦ 발표 3 :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통한 시민의 무형유산 보호 (카르마 푼초 부탄 로덴재단 이사장)

◦ 발표 4 :   공예 유산 전승 활동을 통해 난민의 자립을 돕다 - MADE51 

(오호흐 르부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관)

17:00-17:10 휴             식

17:10-18:10
(60분)

■   패널토론 1 : 시민을 향유 주체로 - 무형유산 진흥 활동과 정책의 방향 

◦ 좌장 : 정정숙(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 

◦ 패널 :   우르트나산 노로브(몽골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 이사장) 

레티민리(베트남 문화유산연구진흥센터 센터장) 

진옥섭(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 

김경미(전북전통문화연구소 소장) 

최희경(국제여성가족교류재단 사무국장)

※프로그램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월 11일 (금)  09:30~12:45 | 어울마루 3층 국제회의장 ※ 대한민국 무형문화재대전 개막

시 간 주 요 내 용

3세션 :    개개인에 힘을 싣다 ‘탐구와 배움’ (Empowering Individual: Study and Learning) 

(진행: 박원모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협력네트웍크실 실장)

09:30-11:30
(120분)

◦ 발표 1 : 습득과 내면화를 위한 행동으로 전승되는 지식(토룬 크빈 노르웨이문화전통연구소 연구원)

◦ 발표 2 : 지식을 탐구하다-유산 지식의 보존과 공유(데일 자비스 캐나다 뉴펀들랜드라브라도유산재단)

◦ 발표 3 : 공예의 중요성(앤 피더슨 스미소니언연구소민속생활문화유산센터)

◦ 발표 4 : 필리핀의 살아있는 전통 학교(르네 탈라베라 필리핀 국립문화예술위원회 문화공동체전통예술과 과장)

◦ 발표 5 : 바람의 목소리 : 라오스의 전통 음악가를 기념하며(타라 구자드후르 라오스 전통예술민족학센터)

11:30-11:45 휴             식

11:45-12:45
(60분)

■   패널토론 2 : 시민을 보호 주체로 - 무형유산 교육과 연구 활동의 방향 

◦ 좌장 : 정우탁(서울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 정책자문관) 

◦ 패널 :   딜쇼드 라히미(타지키스탄 문화정보연구원 부원장) 

체첸블릭 막사르자브(몽골국가문화유산센터 조사연구부장) 

티탄호아 응웬(베트남 문화예술연구원 연구관) 

임승범(국립무형유산원 학예연구관) 

홍태한(무형유산학회 편집위원장)

특별세션 “한반도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공동협력”

10월 12일 (토)  09:30~12:30 | 어울마루 3층 국제회의장

시 간 주 요 내 용

09:30-10:45
(75분)

■   특별세션 1 : 북한의 무형유산 보호 현황과 국제협력 

◦ 진행 : 박성용(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정책개발실장) 

◦ 발제 : 수잔 오게(유네스코 무형유산 역량강화 퍼실리테이터) 

◦ 패널 :   전진성(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문화본부 문화팀 팀장) 

김덕순(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연구정보실 실장) 

관징(유네스코아태무형문화유산훈련센터 전문관) 

우르트나산 노로브(전 유네스코몽골위원회 사무총장)

10:45~11:00 휴             식

11:00~12:15
(75분)

■   특별세션 2 : 한반도 무형유산 공동 보호를 위한 남북협력 

◦ 진행 : 허용호(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발제 : 박상미(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패널 :   이삼열(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박영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본부장) 

임형진(문화재청 학예연구관) 

레티민리(전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부국장)

12:15-12:30 ■   폐회식

포럼 일정안내



Program 

Day 1 October 10 (Thu) 

Part I. Opening (09:30-11:50)

Time Schedule

09:00-09:30 Registration

09:30-10:10

■   Opening 
◦  Opening Remarks Ms. Yeon-Soo Kim (NIHC Director-General)  
◦  Welcoming Remarks Mr. Hyun-Mo Kim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  Congratulatory Remarks I Mr.Ha-Jin Song(Jeollabuk-do Governor) 
◦  Congratulatory Remarks  II Mr. Seung-Su Kim (Jeonju-si Mayor)

Keynotes and Special Lecture (Moderator: Dr. Kyung-Koo Han,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10:10-11:10
(60 min.)

■    Keynotes 
◦    Enrich, Include and Empower: Living Heritage 

(Prof. Marc Jacobs, Professor, Critical Herita]ge Studies in the Faculty of Design Sciences, University 

Antwerp, Belgium)

   ◦    Value of ICH in the Contemporary Lives of People  

(Prof. Yon-Ho Suh, Chair of the ICH Committe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11:10-11:50
(40 min.)

■   Special Lecture: Sustainable Development, Civic Life, and ICH  

(Mr. Ki-moon Ban, 8th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Part II. 13:30-18:10

Time Schedule

Session 1. Enriching Life: Enjoyment and Participation

(Moderator: Dr. Jang-Sik Jang,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13:30-15:10
(100 min.)

◦    Richness Resulting from Diversity: Staging World Performing Arts at the Maison des Cultures du Monde, 

Paris (Mr. Pierre Bois, Scientific Advisor, Maison des Cultures du Monde)
◦    Sacred Sites as Living Heritage: Enriching Community Life 

(Ms. Cholponai Usubalieva-Grishchuk, Aigine, Kyrgyzstan)
◦    Nordic Safeguarding Practices: Safeguarding from Civil Society 

(Dr. Leena Marsio, Finnish Heritage Agency)
◦    George Town Heritage Celebrations: Community Mobilization and Empowerment 

(Dr. Ming Chee Ang , General Manager, George Town World Heritage Incorporated, Malaysia)

15:10-15:20 Coffee break

Time Schedule

Session 2. Inclusive Society: Solidarity and Respect

(Moderator: Mr. Gi Hyung Keum, Director-General, ICHCAP)

15:20-17:00
(100 min.)

◦    Inclusivity through ICH: How Cambodian Living Arts is working towards a more diverse and inclusive 

society (Ms. Sokhorn Yon, Cambodian Living Arts)
◦    Safeguarding ICH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Mr. Kirk Siang Yeo, National Heritage Board, Singapore)
◦    Adapting Ancient ICH for New Situations 

(Dr. Karma Phuntsho, Loden Foundation of Bhutan)
◦    Made51: Bringing Refugee-made Craft to the Global Market 

(Mr. Aurore Lebouchard, Protection Officer, UNHCR Represent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17:00-17:10 Coffee break

17:10-18:10

■   Panel Discussion 1. Agency of the Public in ICH Enjoyment: Direction for ICH Promotion Activities and 

Policy
◦  Moderator: Dr. Jeongsook Chung (Representative Director, Jeonju Cultural Foundation, Korea)
◦  Panels: 

    Dr. Urtnasan Norov (Foundation for the Protection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Mongolia)

    Dr. Le Thi Minh Ly (Director, Center for Research and Promotion Cultural Heritage Vietnam)

    Mr. Ok-Sub Jin (President,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Prof. Kyeongmi Kim (Director, Jeonbuk Culture and Tourism Foundation)

    Dr. Heekyung Choi (International Women and Family Foundation)

Day 2 October 11 (Fri)

Time Schedule

Session 3. Empowering Individual: Study and Learning

(Moderator: Mr. Weonmo Park, Director of Office of Cooperation and Networking, ICHCAP)

09:30-11:30
(120 min.)

◦    Action-Transmitted Knowledge for Mastery and Inclusion  

(Ms. Torunn Elise Kveen, Association for Studies of Culture and Tradition, Norway)
◦    Exploring Knowledge: Preserving and Sharing Knowledge on Heritage  

(Dr. Dale Jarvis, Heritage Foundation of Newfoundland and Laborador)
◦    The Matter of Making  

(Ms. Anne Pedersen, Smithsonian Center for Folklife and Cultural Heritage)
◦    A School of Living Tradition 

(Ms. Renee Talavera, Head of the Cultural Communities and Traditional Arts Section, National 

Commission for Culture and the Arts, Philippines)
◦    Voices of the Wind: Celebrating Traditional Musicians of Laos 

(Ms. Tara Gujadhur, Co-Director, Traditional Arts and Ethnology Centre, Laos)

*Please note that the schedule is subject to change.



11:30-11:45 Coffee break

11:45-12:45
(60 min.)

■    Panel discussion 2. Agency of the Public in ICH Safeguarding - Direction for ICH Education and Researc 
◦  Moderator:   Mr. Utak Chung (Policy Advisor to th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Seoul Metropolitan of 

Education)

   ◦ Panels: 

    Mr. Dilshod Rahimi (Vice-Director, Research Institute of Culture and Information)

    Mr.   Tsetsenbileg Magsarjav (Head of the Department for Cultural Heritage Registration and Research,     

National Center for Cultural Heritage)

    Ms. Nguyen Thi Thanh Hoa (Researcher, Vietnam National Institute of Culture and Arts Studies)

    Mr. Seung-Bum Lim (Senior Curator,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Korea)

    Prof. Tae-Han Hong (Chief Edit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ociety

Special Session: ROK-DPRK Collaboration for ICH Safeguarding

Day 3 October 12 (Sat) 

Time Schedule

09:30-10:45
(75 min.)

■   Special Session 1: ICH Safeguarding Activities in the DPRK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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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 1

살아있는 유산 - 풍요(Enrich), 통합(Include), 그리고 역량강화

(Empower)

마크 제이콥스 (벨기에 엔트워프대학교 비교유산학과 교수)

왜 ‘풍요와 통합, 그리고 역량강화’이며, 왜 이러한 순서인가? 이 개념은 2020년대 유산 정책 및 실천에 

있어 핵심 개념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대체할 차세대 개념인가? 이 개념(키워드)은 이미 2003년 무형문화유

산보호협약 기본 텍스트인 블루북(Blue Book)의 세계에 등장하고 있는가? 이 기본서에는 2003년 협약문과 

총회에서 승인 한 최신 버전의 운영 지침(OD), 12개의 윤리 원칙 및 신규 협약 종합성과체계(Overall Results 

(based) Framework/ORF)(2018)1)가 포함되어 있다.

‘역량강화(empowerment)’라는 단어는 찾을 수 없지만, ‘권한을 부여하다(empower)’라는 동사형은 운영

지침 130항과 133항에서 두 번 등장한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협약 엠블럼 사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권한

을 부여하는 부분에서 말이다. 

‘풍요(enrichment)’는 아직 찾을 수 없지만, ‘풍요롭게 하다(enrich)’라는 동사형은 2003년 협약 서문에

서 두 번 사용된다. 먼저 공동체, 단체와 경우에 따라 개인(CGI)은 무형유산을 보호함으로써 ‘문화다양성과 

인간의 창의성을 풍요롭게(thus helping to enrich cultural diversity and human creativity)’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유산에 관한 국제합의(agreements)들이 ‘무형유산과 관련된 새로운 조항을 통

해 효과적으로 강화되고 보완되어야한다(need to be effectively enriched and supplemented by means of  new 

provisions relating to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고 언급할 때 다시 등장한다.

‘Inclusion (포함, 통합)’이라는 단어도 두 번 사용된다. 한번은 절차규칙(Rule of  Procedure, 22.4)에 등장

하는데, 협약 정부간위원회 협약당사국이나 참관자가 재정지원을 제공하거나 목록에 포함(inclusion)하도

록 옹호하지 않도록 요청할 때이다. 두 번째로는 ORF의 평가 요소(5.3)에서 “학습자의 무형유산이 지닌 다

1) https://ich.unesco.org/doc/src/2003_Convention_Basic_Texts-_2018_version-EN.pdf (all URLs last visited on 5/10/2019).

양성이 모국어 또는 다국어 교육을 통해 반영되는지, 교육 커리큘럼에 ‘지역적 콘텐츠(local content)’를 포함

(inclusion)시키는지’여부를 확인할 때이다. 

동사형 ‘include’는 더 사람을 보다 큰 집단에 포함시키고 포용한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어떤 목록에 넣

는다는 의미에서만 31번 사용된다. 그러나 전자의 의미에서 ‘통합적, 포괄적(inclusive)’ 이라는 형용사형은 

협약 기본서(Basic Texts) 최신판에서 최근 자주 사용되고 있다. 2016년 이후, 협약 운영지침 제6장(지속가능

한 발전 관련)에서 처음으로 빈번하게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UN 2030 아젠다인 17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와의 교량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18년에 만들어진 협약종합성과체계(ORF)에서 보다 강화되었다.

마지막으로 ‘exclusivity (독점, 배제)’라는 단어가 단지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지닌 엠블럼 사용 허가권 맥

락에서만 언급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윤리원칙 중 가장 신비롭고도 수상쩍게 만들어진 이 수

수께끼의 원칙에 등장하는 것처럼 말이다.

윤리원칙 8. 무형문화유산의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본성은 지속적으로 존중되어야한다. 진정성과 독점성

(exclusivity)이 무형 문화 유산 보호에 대한 우려와 장애를 구성해서는 안된다 (The dynamic and living natur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hould be continuously respected. Authenticity and exclusivity should not constitute 

concerns and obstacles in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유산과 풍요를 가져오는 다른 모듈(21세기 맥락에서) : 불꽃 튀는 통찰

‘역량강화(empowerment)’와 ‘통합(inclusion)’은 이미 ‘무형유산 보호’ 관련 다양한 학문과 정책 문건에서 

유행어처럼 자리 잡은 상태이다. 유네스코의 ‘전통문화 및 민속보호에 관한 권고(1989)’의 (‘낮은’) 영향력

을 평가하기 위해 열린 1999년 워싱턴 회의의 제목-‘지역적 권한 부여와 국제 협력(local empower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2) -을 한 번 떠올려 보라. 2003 년 무형유산보호협약의 정신으로 이어진 꿈과 열망

을 담고 있다. 또한 ‘통합’이라는 개념은 2030 아젠다 덕분에 확산되었다. 하지만 ‘풍요’는 왜일까?

2017년, 파리 사회 이론의 걸작 ‘풍요 : 상품에 대한 비판(Enrichissement: Une critique de la marchandise)’

가 발간되었다.3) 영어 번역은 2020년에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비교유산학 패러다임에 포함되어 보

다 광범위한 수용, 토론과 발전의 기회를 강화한다. 

2)   See: A. McCann, et al., The 1989 Recommendation Ten Years On: Towards a Critical Analysis”, in: P. Seitel (ed.), A Global Assessment 
of the 1989 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 Local Empower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Washington D.C., 2001, pp. 57-61.

3) L. Boltanski & A. Esquerre, Enrichissement: Une critique de la marchandise, Paris, Gallimar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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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지름길을 원한다면, 고속열차나 비행기에 비치된 고급잡지 최신호나 럭셔리에 관

한 특별호를 펼쳐보면 된다. 어포더블 아트 (affordable fine art –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미술품), 고급 수집

품, 명품, 전 세계와 다른 지역의 유산에 얽힌 이야기, 그 밖의 ‘원산지통제명칭(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 

AOC)’ 제품, 관광지와 유람선, 값비싼 수제 시계가, 매우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 다음에 따라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모두 함께 뭉쳐있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행하는 서로 얽혀 있는 21세

기의 초과잉 시스템을 보고 있는 것이다.

내가 여기에 눈 뜬 계기는 2019년 4월 15일, Enrichissement를 통해서이다. 노트르담 대성당 지붕 아래

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소식은 전 세계에 즉각적으로 퍼졌다. 이 세계유산(the ensemble ‘파리, 세느 강

둑’)이 위험에 빠졌다. 불과 몇 시간 후 - 성당이 여전히 불타고있는 동안 - (즉각적인 세계) 뉴스에는 막대

한 기부(약속)에 대한 소식이 추가되었다. 프랑수아-앙리 피 노(François-Henri Pinault)가 100,000,000 유로

(130,819,387,896원) 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는 케링(Kering)의 수장이자 지주 회사 아르테미스 그룹

(Groupe Artémis)의 회장이다. 심지어 보그프랑스(vogue.fr) 같은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언론보도를 인용했다

(“우리의 이 보석과 같은 유산에 최대한 빨리 생명을 불어 넣어주세요.")4). 여기서 아르테미스느 세계에서 가

장 오래된 경매장인 크리스티의 모회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아르테미스는 베니스의 Punta della Dogana

와 Palazzo Grassi의 모회사이기도 하다. 데미안 허스트는 2017년 여기에서 대규모의 전시회를 개최하였는

데, 그는 유산 패러다임과 극한의 부, 럭셔리와 가짜의 역사에 대한 아이러니하면서도 엄청나게 비싼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믿을 수 없는 난파선의 보물 Treasures from the Wreck of  the Unbelivable’). 아르테미스는 전 

세계의 예술 및 문화유산 연구와 전시회를 후원, 개최한다.5) 이런 투자처 중에 성(castles), 풍경, 가계도가 있

는 기막힌 와인, 거대한 호화 유람선 다섯 채, 그리고 물론 구찌, 생로랑 등을 보유하고 있는 케링그룹이 포함

되어 있다. 아르테미스는 웹사이트에서 그들의 전략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전략의 기저에는 강력한 역사성

의 관리가 깔려있다.6)

다른 여러 뉴스 매체와 마찬가지로 보그프랑스 웹사이트는 ‘이 국가적 비극을 맞이하여 베르나드 아노

(Bernard Arnault) 가와 LVMH(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그룹은 프랑스의 역사와 통합의 상징인 노트르담 성당

의 재건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들은 프랑스 역사의 핵심인 이 재건을 위해 총 2억 

4) https://www.vogue.fr/fashion-culture/article/fire-at-notre-dame-in-paris-artemis-and-the-pinault-family-will-donate-100-million-euros”.

5) www.revuepinaultcollection.com

6) https://www.groupeartemis.com/en/notre-vision/actionnaire-professionnel-avise-et-responsable/

유로를 기부한다. 한편 LVMH 그룹은 재건과 기금 마련이라는 기나긴 여정을 돕기 위해 크리에이티브, 건축, 

재무 전문가 등을 투입하고 있다.7)

아노가와 LVMH 그룹이 제공한 2억 2천만 유로 (한화 2,640억 원 이상).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그룹은 파

리에 본사를 둔 다국적 럭셔리 브랜드 그룹으로, 샴페인, 코냑 및 패션 하우스뿐만 아니라 크리스챤 디올, 크

루즈 및 요트 회사, 향수, 또는 와인 생산자인 Château d' Yquem을 포함한다. 이 그룹은 ‘시간 관리’ 부문에서

도 선봉 역할을 맡고 있다. 제니스(Zenith)부터 태그호이어(TAG Heuer)까지 여러 스위스 시계 제조 회사도 

이 그룹의 계열사이다. 마크제이콥스(Marc Jacobs)도 그룹의 손 안에 있다. 물론, 패션 브랜드 이야기다. 

이들은 여러 ‘열망 브랜드(aspirational brands)’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어 하

나 경제 여건 상 그러지 못하는 (복권에 당첨되거나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브랜드를 뜻하는 소비자 

마케팅 용어이다. 브랜드나 제품에 대한 소비자 마케팅에서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경제적 이유로는 불가능하

다. 이들은 수많은 예술 및 유산 전시회와 리뷰를 후원하고, 2014년에는 파리의 볼로뉴 숲에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루이비통재단(Foundation Louis Vuitton)을 열었다.8)

표출과 이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디까지,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깊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한 열쇠는 풍요로움에 의해 결정된다. 볼탄스키와 에스케르는 

프랑스에서뿐만 아니라 21세기의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를 1차적으로 파악하여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그들은 프랑스/서유럽에서 오래된 중공업에서 훨씬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된 관광, 사치산업, 미식(美食), 

유산 등의 다른 형태의 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하는 사회경제사를 서술한다.

또한 생각의 요리는 사람과 사물의 수명 변화로 인해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그들의 주장이다. 인

간의 평균 수명이 크게 연장된 반면, 대부분의 사물은 현재 수명이 한정되어 있다. 산업 경제에서, 공산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크게 하락한다.

"공산품의 제한된 수명은 생산, 유통, 소비, 배출, 폐기, 대체의 무한한 순환을 형성한다. 분명히 이 과정에 

놓여있는 이익 극대화라는 경제적 논리는 생태학적 보존의 환경 논리에 위배된다." 9)

7) https://www.vogue.fr/fashion-culture/article/notre-dame-fire-lvmh-and-the-arnault-family-will-donate-200-million-euros 

8) https://www.lvmh.fr/ 

9) S. Susen, The Economy of Enrichment: Towards a New Form of Capitalism?’, in: Berlin Journal of Critical Theory, 2, 2018, 2, pp. 5–98,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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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파괴되지 않는 한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는 많은 하이엔드(high-end) 제품들(미식을 제외

한) 또한 존재한다.

"공산품과 유사하게, 궁극적으로 비경제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품목들은 돈벌이와 이윤 

극대화의 의도로 치환될 수 있다. 풍요의 경제는 '선택[...], 보존[...], 유산 목록 [...], 수집' 없이는 상상할 수 없

는 것으로,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성질을 장애물이 아니라 상징적(원하면 화폐적) 원천으로 전환하려는 

집단 노력을 필요로 한다. 요컨대, 산업 경제에서 '수명의 연장'은 '가격의 하락'과 동일시되는 반면, 풍요의 

경제에서 '수명의 연장'은 '가격의 상승'과 같다."10) 

이 책에서 그들은 앞 단락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몇 가지 분야와 활동에 대해 논한다. 시선이 가는 주장은 

이것들이 모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치를 산출하는지, 또한 21세기에 부자를 어떻게 더 

부유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유산과 관련된 작업, 목록, 전문가들, 혹은 

실제로 유네스코 문화유산 협약은 이 복잡한 시스템의 일부분이라는 것이다.

볼탄스키와 에스케르는 소유 주체가 바뀔 때마다 가격이 물건에 할당되는 상품 거래에 초점을 맞추어 그

들의 이론을 세우고 있다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물론, 많은 유산의 연행은 특히 그 유산이 박물관, 도서관 또

는 아카이브의 일부로서 양도할 수 없는 소유로 변모한 경우 시장의 흐름에서 벗어나 "선물 기부"/"선물 경

제"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추가적인 이론적 체계가 필요하지만, 분명히 유의미함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수집 양식"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접점과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볼탄스키와 에스케르는 

가치부여에 대한 4가지 형태를 제시하는데, 그들의 관계는 변환의 집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 첫째, 산업 경제 

및 대량 생산에 전형적인 '표준형', 둘째, 풍요 경제에서 번성하고 과거에 연계한 서술에 바탕을 둔 '수집형'이

다. 셋째는 ‘트렌드형’으로 패션 경제, 그리고 종종 현대 유명 인사들과 연결된다. 넷째는 미래에 이익을 위해 

물건을 다시 팔려는 동기에 의해 추진되는 '자산형'이다.

상품의 가격은 다양한 의견에 따라 정당화되거나 비판받을 수 있다. "풍요 경제[...]의 특수성은 산업적으

로 제조되어 주로 세 가지 형태의 가치가 부여된 상품에 의해 파생된다. 그것은 그러한 가치부여 업무를 위임

받은 잘 훈련된 지역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특정한 방법들과 연관되어 있다."11) 

미술품, 골동품 거래, 재단 설립, 전시 공간과 박물관 설립, 명품의 생산과 마케팅, 유산화, 관광의 결합은 

10) Susen, Economy; p. 40.

11) Susen, Economy, p. 12.

엄청난 효과를 낳는다. 볼탄스키와 에스케르의 책에서 특히 고무적인 것은 라귀올(오브락)에서 유·무형유산

의 활용에 관한 (발견된) 확장된 사례 연구다.12) 지속성의 측면에서 진정성과 같은 개념에 대한 논의와 농촌에

서의 풍요 메커니즘의 상호작용은 들여다볼 가치가 있다.

심지어 무형유산까지? 

무형문화유산(정책, 투자 및 연행)의 보호의 타당성을 정당화하려고 할 때, 낮게 매달린 열매를 따고 풍요

로움과의 연관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유혹적일 수 있다. 일련의 (잠재적) 2003년 유네스코 협약 목록에의 등

재는 풍요 경제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다가가는데 활용될 수 있다(예: 권한을 부여받은 사무총장이 엠블럼 사

용 허가를 부여할 때).

예를 들어, 스위스와 프랑스의 시계 제조술과 예술적 장인정신을 2020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 등

재를 추진한다는 제안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작은 공방에서부터 케링이나 LVMH와 같은 명품 브랜드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주체들에게 잠재적인 이익이 갈 것이다. 조금은 형이상학적일 수 있으나 "프랑스인의 미식: 

하이엔드 미식의 역할“또한 저서에서 논의되고 있다.

아니면 보석류에서 첨단 애플리케이션에 이르기까지 현대 디자인에 ICH를 활용하는 것은 어떠한가? 흥

미로운 도전은 소위 적절한 어휘와 "2003년 협약의 정신"의 경계가 어디까지 초월할 수 있을지 따라가며 토

론하는 것일 것이다.

유네스코 2003년 협약 네트워크들이 “풍요”나 "독특한", 또는 "진정한" 개념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만약 풍요로움의 요소들이 그 규칙들을 따르지 않거나 그들 중 일부만 따른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앞서 언급된 루이비통의 2억 유로 기부금에 대한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 웹사이트에 올라

온 링크를 분석하는 것은 유의미한 일이다. 파라텍스트 관점에서 이것은 "유산"으로 읽힌다.

첫 번째 링크는 "밀라노의 공예 솜씨에 대한 기념"과 연관되어 있는데, 사실 터부시되는 단어들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루이비통의 프랑스 아스니에르 공방의 독특한 노하우는 현재 밀라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메종의 최고 장인들 중 한 명은 뛰어난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 그의 폭넓은 경험과 정밀함을 보여주며, 현재

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통적인 방식을 강조한다. 13)  

12) Boltanski and Esquerre, Enrichissement, pp. 404-412.

13) https://eu.louisvuitton.com/eng-e1/articles/celebration-of-craftsmanship-in-mi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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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링크는 그곳의 또 다른 이벤트를 제시한다. "루이비통은 특별한 트렁크 외에도, 예술가들이 최첨

단 기술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세련미를 위해 오래된 전통을 이용하여 제작한 고급스런 악어가죽 가방을 선

보이고 있다."

세 번째는 프랑스 백화점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쇼에 참여에 관한 것이다. "메종은 시간의 세파를 견뎌내

고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질 수 있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라파예트의 "Go For Good" 프로젝트에 루이비통의 참여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오랜 책임을 재확인한다. 

루이비통의 가죽공방들은 프랑스 정부로부터 "살아있는 유산 기업(Entreprise du Patrimoine Vivante)" 인증을 

받았는데, 이는 장인들의 노하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인증임과 동시에 메종의 유니세프 파트너

십은 전 세계의 취약한 어린이를 돕기 위하여 실버 락킷 팔찌 매출의 일부를 유니세프의 기부하고 있다.14) 

그리고 만약 당신이 "Living Heritage Enterprise" 캠페인을 확인한다면, 당신은 http://www.patrimoine-

vivant.com에 2003년 유네스코 협약에 대한 참조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유네스코 사무국과 프랑스 문화부가 

전파하는 새로운 트렌디한 이름인 "살아있는 유산"은 고급스럽고, 특출나고 걸작이라는 언급 속에 이미 경제 

행위자들과 다른 부처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왜 지금인가?

세계의 "인간문화재"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도 행해질 수 있다: 그들이 어휘의 단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

가? 또는 예를 들어 한국의 롯데백화점에서는 무형문화유산과 인간문화재가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

개인적으로 놀랄만한 경험은 플랜더스(벨기에) 지방의 가장 부유한 기업가 중 한 명인 페르난드 후츠 (그

리고 그의 아내)의 활동이다. 이들은 항만지역인 앤트워프를 거점으로 하는 물류회사인 카툰 나시를 소유하

고 있는데, 컨테이너 운송과 물품의 유통, 유산의 운송 등을 포함하여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재정 천국 저지(Jersey)에 근거지를 두고 전문 미술사학자들에 의해 움직이는 피버스 재단(Phoebus 

Foundation)이라는 이 제국과 연결된 특별한 조직이 있다. 피버스 재단은 예술과 유산 시장에서 매우 활발히 

활동하며, 16, 17세기 남부 저지대 국가의 콥트 섬유에서부터 현대 미술에 이르기까지 천년에서 17세기까지

의 유화와 도안 등 거대한 예술과 유산의 컬렉션을 보유하였다.

21세기 벨기에(그리고 나머지 세계)에서의 그들의 활동은 풍요 경제의 원리에 대한 중요한 패러다임적인 

예시이나, 동시에 왜곡도 존재한다.15) 한편으로는 미술사학자와 유산 종사자, 박물관, 경매장에 의해 만들어

14) https://eu.louisvuitton.com/eng-e1/articles/go-for-good-galeries-lafayette 

15) https://www.tijd.be/cultuur/kunstmarkt/huts-beheert-ook-kunstcollectie-offshore/10027234.html 

진 가치 창출에 대해 검색을 하고, 공공 유산에서 개인 소장품(공공 전시 장소와 카탈로그를 사용하여 잉여 

가치를 창출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지식과 능력을 활용하고 유산의 재판매 등)으로 상징적 이전을 활용

하여 이익을 추구한다.

반면 후츠는 “재밌게도”지역, 국가, 유럽,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규모에서 보다 정교한 트럼프 같은 

방식으로 공식적인 유산세계의 승화적이고 미묘한 암묵적 규칙을 해체하고 있다.16)

현대 기업가로서 그는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 2016년 그는 플랑드르 문화부 장관이 플랑드르에 있

는 모든 국립박물관에 투자하고 있는 것과 정확히 같은 액수의 돈을 매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문화유

산 기관들이 그에게 개인적으로 제안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플랑드르에 있는 유산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기 

위해서였다. 17)

2019년 그는 레이스 걸작, 피버스 컬렉션의 작품과 그림들로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

유산목록”에 "플랑드르 레이스 만들기"를 등재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물론 2003년 협약에 대표 목록

만이 존재하고 세계유산이 적절한 어휘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18)

그는 대중, 레이스를 만드는 사람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유네스코 세계문

화유산 제안은 사무총장에 의해 권한이 행사되는 것이기에 새 시대에 통용되는 문화 형태를 원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웃기는 주장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그 발표에 이은 언론의 관심은 홍보와 잉여 가치를 만

들어냈다.

통합, 역량강화, 그리고 참여

그것은 많은 사람들, 조직들 그리고 정부가 지난 20년 동안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있어 해온 작업들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우리는 그것이 이윤을 창출하고, 일부 행위자

들의 가치와 부를 증가시키며, 이것은 유산 관리와 지속가능성이라는 어휘를 부분적으로 전용함으로써 틀에 

맞춰지고 논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한다.

16) D. C. Harvey, Heritage and scale: settings, boundaries and relations, in: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21:6, 2015, pp. 577-593

17) https://www.demorgen.be/tv-cultuur/zakenman-fernand-huts-speelt-overheid~b01b129e/

18)   Kan Vlaamse kant werelderfgoed worden?, in De Standaard, 4/6/2019, p. 4; . https://www.hln.be/in-de-buurt/aalst/ondernemer-
fernand-huts-kant-hoort-thuis-op-lijst-unesco-werelderfgoed~a87e3d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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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또한 활동가들에 의해 (상상의 사이비 유네스코 세계유산협회) 불완전한 절차를 일단락 시키기 위한 

"대응원칙"으로써 종교적-인종적 전략적 본질주의나 기타 구조를 위하여 등재제도와 유사한 활용이 이루어

지고 있음을 보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적어도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한, 2003년 협약의 

기본 텍스트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지속 가능한 발전의 다른 기둥들, 즉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문화적 사이

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협약의 서문에 표현된 풍요에 대한 아이디어를 활성화시켜보자. "유산의 중요성"을 버라 헌장(Burra 

Charter)이나 호주 2.0 지침(Australian Significance 2.0 guideline)의 정신에 따라 모든 유산 가치의 합으로 간주

하고 참여적 방법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지속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19) 풍요가 빈곤을 감소시키

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가? 아니면 모두를 위해 "파이"나 "기회의 풀"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예를 

들어 공예 작업에 임하는 현대 디자이너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정보, 기술 및 이익을 공유하는 다른 방

법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20)

마지막 장에서 볼탄스키와 에스케르는 단지 몇 단락을 "상식적인" 접근법 및 네트워킹, 관리 및 공유의 대

체 형태와 호환되는 대안 및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할애한다.21)

그것은 문화 중개, 조정, 덜 부유하고 덜 힘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한 그러한 기술을 배양하는 

사람들과 조직의 반사적인 활동을 필요로 한다.22) 이를 위한 지침은 협약에, 운영지침 170 및 171조에 명시

되어 있다. 여기에 놓여진 과제는 "통합", "역량강화" 그리고 "풍요"의 결합을 추구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형용사 "포용"의 활용을 확인할 때가 되었다. 운영지침 174조에는 다음과 같은 아주 강력

한 문장이 담겨있다. “당사국은 협약 제11조에 따라 보호 계획 및 프로그램이 토착민, 이주자, 이민자, 난민, 

다양한 연령 및 성별 집단, 장애인, 취약계층 등 사회 내 모든 집단 및 계층을 포용하도록 노력한다.”

운영지침 177조의 두문인 "포용적인 사회 발전"이나 "포용적 거버넌스"는 어떠한가? “당사국은 포용적인 

사회 발전에 있어 지속가능한 식량안보, 양질의 모건의료 및 교육, 양성평등 그리고 깨끗한 급수 및 위생시설

19)   Harald Fredheim & Manal Khalaf, The significance of values: heritage value typologies re-examined, in: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22:6,2016, pp. 466-481; see www.erfgoedwaarderen.be 

20) www.futureforcrafts.org ; http://www.tapisplein.be/frontend/files/userfiles/files/Toekomst.pdf

21) Boltanski and Esquerre, Enrichissement, p. 491.

22)   M. Jacobs, J. Neyrinck & A. Van der Zeijden, UNESCO, Brokers and Critical Success (F)Actors in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Volkskunde. Tijdschrift over de cultuur van het dagelijks leven, 115, 2014, 3, pp. 249–256

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포용적 거버넌스와 자신의 가치 체계

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인식한다.”

"포용적인 경제 발전"은 운영지침 183조의 두문으로서, "당사국이 무형유산 보호가 포용적인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인정하고,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패턴에 기반한 안정적이며 공정

한 포용적 경제성장에 기반하고, 나아가 빈곤 및 불공평의 해소, 생산적이며 바람직한 고용, 만인에 대한 지

속·재생 가능한 에너지 공급, 생산과 소비에서 자원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을 인식하도록 장려한다."

그리고 운영지침 184조이다. “당사국은 다양한 화폐적·비화폐적 가치를 지닌 생산활동을 아우르고 지역

경제 강화에 기여하는 등 무형유산이 공정하며 포용적인 경제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에 창조적인 표현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조건을 제공하고 공정무역 및 

윤리적 경제 관계가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해당 유산의 본질과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 특

히 유산의 집단적·개인적 관리 여부에 대한 선택을 존중하도록 장려한다."

또한 운영지침 194조는, “당사국은 무형유산 보호가 사회적 화합 도모,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포용적인 

방법으로 공동체 및 집단의 사회적 결속력 강화에 기여하는 바를 인식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

하여 당사국이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이 성별, 인종, 민족, 기원, 계급 및 지역의 다름을 초월하는 동시에 적절

히 취급하여 원주민, 이주자, 이민자, 난민, 다양한 연령 및 성별 집단, 장애인, 소외계층 등 사회의 모든 집단 

및 계층을 포용하는 관습, 표현, 및 지식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장려한다.”

이는 종합성과평가체계에서도, 몇몇 지표와 각주에서도 반복된다. "무형문화유산은 그것에 대해 적극적

이고 지속적인 책임감을 행사하는 지역사회, 그룹, 개인에 의해 보호되고, 따라서 평화적이고 포용적인 사회

에서 인간의 행복, 존엄성, 창조성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풍요와 그것이 수반하는 진화는 모두 중요하지만, 대안이 필요하다. 참여적 접근법과 조화를 이루는 중요

도 평가의 개념은 제시된 접근법과 연행을 풍부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운영지침의 여섯 번째 장은 

여전히 발전되고 탐구되어야 한다. 풍요전략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전략가들은 사유의 양식을 전달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좀 더 실용적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사적인 중개업자들이 담론들을 재정립하고 만들

어내는 데 성공한다면, 이것은 허황된 이야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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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note Speech 1

Enrich, Include, and Empower: Living Heritage 

Prof. Marc Jacobs 
(Critical Heritage Studies in the Faculty of Design Sciences, University of Antwerp, Belgium) 

Enrichment, inclusion and empowerment. Why these concepts and why in that order? Are they, next 

to “sustainable development” of course, the key concepts for the 2020s in heritage policy and practice? 

Do these concepts already appear in the universe of the Blue Book, the nickname of the Basic Texts of 

the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18 Edition? This set of 

texts includes among others the 2003 UNESCO Convention text itself, the most recent version of the 

Operational Directives (ODs)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the 12 Ethical Principles and the new 

Overall Results (Based) Framework/ORF (2018).1)  

The word “empowerment” cannot yet be found but the verb “empower” is used twice: OD130 and 

OD133. Two times to empower the Director General of UNESCO so she can authorize the use of the 

emblem of the 2003 Convention. 

The word “enrichment” cannot yet be found but the verb “enrich” is used twice: in the preamble of 

the 2003 UNESCO Convention. First in the statement that communities, groups and, in some cases, 

individuals (CGIs), play an important role in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us helping 

to enrich cultural diversity and human creativity”. Then in a statement that international agreements 

concerning heritage “need to be effectively enriched and supplemented by means of new provisions 

relating to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word “inclusion” is used twice. Once in the Rule of Procedure (22.4) in a warning/request to 

delegates of State Parties or observers not to advocate for granting financial assistance or the inclusion on 

1) https://ich.unesco.org/doc/src/2003_Convention_Basic_Texts-_2018_version-EN.pdf (all URLs last visited on 5/10/2019).

a list during a meeting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And the second time, in assessment factor 5.3 

of the ORF asking if “the diversity of learners’ ICH is reflected through mother tongue or multilingual 

education and/or the inclusion of ‘local content’ within the educational curriculum.” The verb “include” is 

used 31 times, in the sense of being part of a enumeration or a list, not in the sense of including and also 

embracing people in a bigger group.  But the adjective “inclusive”, precisely in that sense,  is recently 

used often in the newest Basic Texts It is first flourishing (on paper) since 2016 in the sixth chapter of the 

operational directives,  about “sustainable development” (at least at the national level), building a bridge 

(on paper) to the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f the UN Agenda 2030. This was then reinforced in 

the Overall Results Framework, launched in 2018. 

Finally, we point out that “exclusivity” is mentioned not only in the context of the permission by the 

Director-General of the use of the emblem. But also in one of the most mysterious, strangely formulated 

and puzzling ethical principles: “(8) The dynamic and living natur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hould 

be continuously respected. Authenticity and exclusivity should not constitute concerns and obstacles in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eritage and other modules of enrichment (in the 21st century): sparking insights 

“Empowerment” and “inclusion” already have the status of buzzwords in many scholarly and policy 

texts on “safeguarding intangible heritage”. Remember the title of the crucial meeting in Washington D.C. 

in June 1999 to evaluate the (low) impact of the 1989 UNESCO 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 “local empower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2) It captures 

the dream and aspirations that resulted in the (spirit of the) 2003 UNESCO Convention. Inclusion has 

proliferated thanks to the 2030 Agenda. But why “enrichment”? 

In 2017 a masterpiece of Parisian social theory: Enrichissement: Une critique de la marchandise, was 

published.3) The translation in English will be available in 2020. This will of course enhance the chances 

2)   See: A. McCann, et al., The 1989 Recommendation Ten Years On: Towards a Critical Analysis”, in: P. Seitel (ed.), A Global Assessment of the 1989 
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 Local Empower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Washington D.C., 2001, pp. 57-
61.

3) L. Boltanski & A. Esquerre, Enrichissement: Une critique de la marchandise, Paris, Gallimar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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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 more widespread reception, discussion and development, including in the paradigm of critical 

heritage studies.  

To get an impression on what it is about, you can take a shortcut by browsing through recent glossy 

magazines in fast trains or in airplanes or special issues about luxury. It is very probable that you see 

(non) affordable fine arts,  high-end collectibles, luxury goods, stories about world and other heritage, 

expensive wines and other “appellation contrôlée” products, tourist destinations and cruise ships, 

expensive hand-made watches, next to stories about the very rich and famous. All clustered together: not 

by chance, you are looking at a booming, intertwined 21st -century super-surplus system.

For me, the eye-opener came on April 15th, 2019, sensitized by reading Enrichissement. Fire broke 

out beneath the roof of the famous cathedral of Notre-Dame de Paris. It was instant world news. A World 

Heritage Site (the ensemble “Paris, Banks of the Seine") was in danger. Only a few hours later, while the 

cathedral was still burning, (instant world) news was added about (promises of) very large donations. 

François-Henri Pinault announced a donation of 100.000.000 euros/ 130819387896 Korean Won. He 

is the head of Kering and of the holding company Groupe Artémis. Even websites like vogue.fr echoed 

the press statements: “In light of events, we wish to breathe life into this jewel of our heritage as soon 

as possible."4) Then you notice that Artémis is owner of Christie’s, the oldest auction house in the world. 

That Artémis is owner of the Punta della Dogana and the Palazzo Grassi in Venice, where Damien Hirst 

staged his major show in 2017 to give ironic but extremely expensive comments on the heritage paradigm 

and extreme wealth, luxury and fake (hi)stories: Treasures from the Wreck of the Unbelievable. Artémis 

sponsor or organise art and heritage studies and exhibitions all over the world.5) Among the investments, 

you find castles, landscapes, exquisite wines with a pedigree, five huge luxury cruise ships, and of course 

(40.9% of) the Kering Group, including brands like Gucci or Saint Laurent, … On their website, they 

explain the strategy, that is strongly based on managing historicity: “Artemis’ shareholder style is to be 

involved and stable (…) The Group’s time horizon has the span of the real economy and the forbearance 

of entrepreneurial ventures (…) respecting the uniqueness of their growth cycles (…) actively engaged in 

adding long-term value to its portfolio companies.”6) 

4) “ https://www.vogue.fr/fashion-culture/article/fire-at-notre-dame-in-paris-artemis-and-the-pinault-family-will-donate-100-million-euros”.

5) www.revuepinaultcollection.com

6) https://www.groupeartemis.com/en/notre-vision/actionnaire-professionnel-avise-et-responsable/

Just like many other news media, also the Vogue.fr website forwarded the news that “The Arnault 

family and the LVMH Group, in solidarity with this national tragedy, are committed to assist with the 

reconstruction of this extraordinary cathedral, symbol of France, its heritage and its unity. They will 

donate a total sum of 200 million euros to the fund dedicated to the reconstruction of this architectural 

work, which is a core part of the French History. In the meantime, the LVMH Group puts at the disposal 

of the State and the relevant authorities all its teams – including creative, architectural and financial 

specialists – to help with the long work of reconstruction and fundraising, which is already in progress.”7)

200 million euros, more than 264 billion Korean Won: given by the Bernard Arnault family & LVMH 

luxury goods group.  The group Moët Hennessy – Louis Vuitton SE is a multinational luxury goods 

conglomerate headquartered in Paris, that includes not only the champagne and cognac and fashion 

houses you can spot in the name, but also for instance Christian Dior, cruise and yacht companies, 

perfumes, or wine producer Château d'Yquem, which dates its origins back to 1593. Time keeping, in 

their participation in many Swiss watch making companies, is one of the spearheads: ranging from Zenith 

to TAG Heuer. In their control, they also have Marc Jacobs: the fashion brand of course. They cluster 

several “aspirational brands”, a term used in consumer marketing for a brand or product which a large 

segment of its exposure audience wishes to own, but for economic reasons cannot (yet, unless by winning 

the lottery for instance). They sponsor many art and heritage exhibitions and reviews and opened, in 

2014, the Fondation Louis Vuitton in a Frank Gerry construction in the Bois de Boulogne in Paris.8)

A revelation and a theory

A key to understand what is going on, how far, fast and deep this goes and what are the consequences 

is offered by Enrichissement. Boltanksi and Esquerre claim to identify and explain a new type of 

capitalism in the 21st century, in first place but not only in France. In their book they provide an economic 

and social history story line, strongly emphasizing the shift from old heavy industry towards other 

forms of economy in France/Western Europe, making tourism, luxury industry, gastronomy and heritage 

much more important. Also food for thought is their suggestion that something special took place due 

7) https://www.vogue.fr/fashion-culture/article/notre-dame-fire-lvmh-and-the-arnault-family-will-donate-200-million-euros 

8) https://www.lvmh.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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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changes in the life span of persons and things.  While the average life expectancy of human beings 

has been extended significantly, most things now have a limited lifespan. In industrial economies, 

material products see their price greatly reduced with time. “The limited lifespan of industrial items 

forms part of a seemingly endless cycle of production, distribution, consumption, ejection, destruction, 

and substitution.  Obviously, the economic logic of profit maximization, which lies behind this process, 

defies the environmental logic of ecological preservation”.9) But there are a number of high-end quality 

products (except gastronomy) that are supposed to last for a large amount of time, potentially for as 

long as they are not  destroyed. “Similar to industrial products, these items – although, eventually, they 

may be used for non-economic purposes – can be exchanged with the intentions of money-making 

and profit maximization.  The economy of enrichment is inconceivable without the 'work of selection 

[…], conservation […], heritage inventory […], collection', forming an indispensable component of the 

collective effort to convert the time-laden constitution of objects into a source of, rather than an obstacle 

to, symbolic (and, if desired, monetary) value.  In short, whereas in industrial economies 'increase in age' 

is tantamount to 'decrease in price', in enrichment economies 'increase in age' is tantamount to 'increase in 

price'.”10) 

In the book they discuss several fields and activities like the ones presented in the previous paragraph. 

The  eye-opener is that they make clear how they are all connected, and how they yield value, but 

also how they make very rich richer in the 21st century. Heritage work, lists and experts, or or indeed 

UNESCO heritage conventions, are part of this complex system.  

It is important to be aware that Boltanski and Esquerre build their theory, focussing on commodity 

transactions, by which a price is assigned to things, every time it changes hands, against monetary means.  

Of course, many heritage practices, in particular when the heritage item is part of a public museum, 

library or archive and is transformed into an inalienable possession, is extracted from market practices 

and enters the realm of “gift giving”/“gift economy”. Hence an additional theoretical framework is 

necessary, but this is far beyond the goals of this short contribution. But there are contact zones and 

common features in what they call “the collection form”. Boltanski and Esquerre distinguish four forms 

9) S. Susen, The Economy of Enrichment: Towards a New Form of Capitalism?’, in: Berlin Journal of Critical Theory, 2, 2018, 2, pp. 5–98, p. 40.

10) Susen, Economy; p. 40.

of valorization, whose relationships can be articulated as a set of transformations: 1) a 'standard form', 

typical for industrial economies and mass production; 2) a 'collection form', flourishing in enrichment 

economies and which is based on a narrative attached to the past 3) the 'trend form', crucial to fashion 

economies and often linked to contemporary celebrities; 4)  the 'asset form', driven by the incentive to re-

sell objects for a profit at some point in the future. The prices of commodities can be justified or criticized 

according to a range of arguments. “The specificity of the enrichment economy […] lies in profits 

derived from a commerce of objects that, even when they are manufactured industrially, give rise to a 

valorization based primarily on the three other forms.  It is associated with particular ways of exploiting 

a highly qualified local workforce entrusted with the tasks of such valorization.” 11) The combination of 

fine arts, antiques trade, the creation of foundations, exhibition spaces and museums, the production and 

marketing of luxury goods, heritagization, and tourism' generate an enormous effect. What makes the 

book of Boltanski and Esquerre particularly inspiring is the extended case-study about the use of (invented)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in Laguiole  (Aubrac).12) The discussion on struggle with notions like 

authenticity an continuity” and the way enrichment mechanisms interact in rural regions is promising.

Even intangible heritage ?

When trying to justify the relevance of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olicies, investments 

and practices), it might be tempting to pick the low hanging fruit and to highlight the connections to 

enrichment.  A series of (potential) inscriptions on the lists of the 2003 UNESCO convention can be 

used to reinforce and tap into the mechanisms of enrichment economy (e.g. when the empowered 

Director General grants permission to use the emblem). Think for instance about the proposal to inscribe 

the craftsmanship of mechanical watchmaking and art mechanics in Switzerland and France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in 2020, with potential benefits for actors 

ranging from small workshops to the luxury brand in the hands of Kering or LVMH.13) Or the much more 

blurred case of the “gastronomic meal of the French”: the role of high-end gastronomy is even discussed 

in Enrichissement. Or the examples about using ICH inspiration in modern design, ranging from 

11) Susen, Economy, p. 12.

12) Boltanski and Esquerre, Enrichissement, pp. 404-412.

13) https://ich.unesco.org/doc/download.php?versionID=5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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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wellery to high-tech applications? An interesting challenge is to trace and discuss where the boundaries 

of the so-called appropriate vocabulary and the “spirit of the 2003 convention” are transgressed. What if 

the UNESCO 2003 convention networks, claim you cannot use the “enrichissement” concepts “unique” 

or “authentic”? And what happens if enrichment players just don’t follow those rules or only some of 

them? 

It is very instructive for instance to analyse the three extra links in September-October 2019 on the 

page about the aforementioned € 200 million donation on the Louis Vuitton website.14) The paratextual 

framing reads “heritage”. On the same page there is first a link to the “celebration of craftsmanship 

in Milan”, with a description that serves strictly speaking “taboo” words: “The unique savoir-faire at 

Louis Vuitton's Asnières workshops in France is currently on display in Milan. One of the Maison's top 

artisans brings his extensive experience and precision in creating exceptional pieces,  highlighting the 

way traditional craftmanship lives on today.”15) The second link presents another event there: “In addition 

to the special trunks, Louis Vuitton is revealing a selection of exceptional crocodile leather bags where 

artisans have developed cutting-edge techniques or employed age-old traditions to take luxury to new 

heights of refinement.” The third reference is about a participation of Vuitton in a French department 

store’s show about “sustainability”: “the Maison has strived to create objects that stand the test of time 

and can be pass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Louis Vuitton’s participation in Lafayette's "Go 

For Good" project reaffirms a long-standing commitment to sustainability (…) . Louis Vuitton’s leather 

goods workshops have been certified “Entreprise du Patrimoine Vivante” from the French government, a 

unique distinction for companies with artisanal savoir-faire that are committed to maintaining production 

in France(…) while the Maison’s UNICEF partnership donates a portion of sales of the Silver Lockit 

bracelets to supporting vulnerable children worldwide.”16) And if you check out that “Living Heritage 

Enterprise” campaign, you do notice how on http://www.patrimoine-vivant.com the reference to the 2003 

UNESCO convention seems to be absent. The new trendy name “living heritage” that the UNESCO 

secretariat and the French ministry for culture propagate, was already being used by economic actors and 

other ministries, in discourses where the exclusivity, exceptional and masterpiece-references abound: 

14) fhttps://eu.louisvuitton.com/eng-e1/articles/lvmh-arnault-donation-notre-dame (consulted 4/10/2019)

15) https://eu.louisvuitton.com/eng-e1/articles/celebration-of-craftsmanship-in-milan

16) https://eu.louisvuitton.com/eng-e1/articles/go-for-good-galeries-lafayette 

why stop now? A critical study can also be done about the “living human treasures” programmes in the 

world: how do they deal with the vocabulary disconnect.17) Or how d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living human treasures function in some Lotte Department Stores in Korea for instanceN

An eye-opening experience for me are the activities of one of the most wealthy entrepreneurs with 

roots in Flanders (Belgium), Fernand Huts (and his wife). They control the Katoen Natie, a major 

logistics company, based in the harbour region of Antwerp, but with activities all over the world (including 

next to container shipping and distribution of goods also moveable heritage depots).There is a special 

organisation connected to this empire, called the Phoebus Foundation, based in the fiscal paradise Jersey, 

and connected organisations based in Belgium, coordinated by a professional art historian. The Phoebus 

Foundation and co are extremely active on the art and heritage market, establishing a huge collection of 

art and heritage, ranging from Coptic textiles from the first millennium AC over 16th and 17th -century 

paintings and drawings in the southern Low Countries, up to modern art.  Their activities in the 21st 

century in Belgium (and the rest of the world) offer a paradigmatic example of an instrumental version of 

the principles of the enrichment economy, but with the extra twist of not keeping up appearances all the 

time.18) On the one hand they surf on the value creation by art historians and heritage workers, museums, 

auction houses, benefitting to the fullest of the symbolic transfers from the public(ly financed) heritage 

world to the private collection (using official exhibition venues and catalogues to generate surplus value 

and to build networks, appropriating knowledge and competence from and then selling it back to the 

heritage world). On the other hand, Huts is “jokingly” deconstructing, with a more sophisticated Trump-

style, the sublimated and subtle implicit rules of the official heritage world, on all scales, from local, 

national, European to global19). As a modern entrepreneur he can ride, surf and play the networks. In 

2016 he provocatively announced that he would invest every year exactly the same amount of money 

as the Flemish minister for culture is investing in all the official museums in Flanders, in order to 

finance heritage projects in Flanders, if he would like the projects heritage institutions proposed to him 

personally.20) In 2019 he organised an exhibition with lace masterpieces, objects and paintings of the 

17)   N. Aikawa-Faure, ‘Excellence and authenticity: Living National (Human) Treasures in Japan and Korea’, i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9, 
2014, pp. 38-51; see https://immaterieelerfgoed.be/nl/inspiratie/living-human-treasures 

18) https://www.tijd.be/cultuur/kunstmarkt/huts-beheert-ook-kunstcollectie-offshore/10027234.html 

19) D. C. Harvey, Heritage and scale: settings, boundaries and relations, in: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21:6, 2015, pp. 577-593

20) https://www.demorgen.be/tv-cultuur/zakenman-fernand-huts-speelt-overheid~b01b12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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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ebus collection. He immediately also launched a campaign to inscribe “Flemish lace-making” as 

intangible heritage on “the world heritage list”of UNESCO. Of course he was aware, and reminded by 

me and government officials in the media that only a so-called representative list of the 2003 Convention 

exists and that world heritage is not the appropriate vocabulary.21) He insisted:  it works for the public, for 

the lace makers and many others. It is the UNESCO world heritage suggestion, the emblem under control 

of the empowered Director General, he wanted for the cultural form, so he claimed jokingly,  that makes 

it work in the new era. And in any case, the media discussion that followed the announcement already 

generated the publicity and surplus-value anyway. 

Inclusion, empowerment and participation

It is one way to use and capitalize on the work that many people, organisations and government have 

done the last two decades in cultivating the paradigm of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e 

take note that it facilitates making profit, increasing the value and wealth of some actors, and this can be 

framed and argued by partly appropriating the vocabulary of heritage care and sustainability.  I also see a 

similar use of the (imaginary pseudo UNESCO world heritage association) listing system by activists, for 

religious-ethnic strategic essentialism or other constructions, by using “correspondence” to short-circuit 

the fragile and imperfect procedures. 

Notwithstanding, I still think it is useful (and the most sustainable) to take the Basic Texts of the 2003 

Convention seriously, at least as long as the UN-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re used adequately,  

searching for equilibria between the different pilla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hence economic, social, 

ecological and cultural.  Activate the ideas on enrichment expressed in the preamble of the Convention. 

If we consider “heritage significance” as the sum of all heritage values and if we apply participatory 

methods, in the spirit of the Burra Charter or the Australian Significance 2.0 guidelines, we might reach 

sustainable results.22) Can enrichment not also mean reducing poverty? Or making the “cake” or “the 

pool of opportunities” bigger for everyone? Is it possible, as for instance contemporary designers in 

21)   Kan Vlaamse kant werelderfgoed worden?, in De Standaard, 4/6/2019, p. 4; . https://www.hln.be/in-de-buurt/aalst/ondernemer-fernand-huts-kant-hoort-
thuis-op-lijst-unesco-werelderfgoed~a87e3d80/

22)   Harald Fredheim & Manal Khalaf, The significance of values: heritage value typologies re-examined, in: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22:6,2016, 
pp. 466-481; see www.erfgoedwaarderen.be 

crafts projects demonstrated, to use other methods of sharing information, skills and benefits? 23)In the 

last section of their book Boltanski and Esquerre devote just a few paragraphs to indicate alternatives 

and solutions, that are compatible with the “commons” approach and alternative forms of networking, 

managing and sharing.24)

It will require cultural brokerage, mediations, empowering the less wealthy and less powerful and also 

the reflexive activities of people and organisations cultivating those skills.25) These tools are indicated 

in the Blue Book, in operational directives 170 and 171. The challenge is to cultivate the combination 

between “inclusion”, “empowerment” and “enrichment”. 

It is time to check out the above mentioned use of the adjective “inclusive”. On OD174 a very 

strong statement is made: “States Parties shall endeavour to ensure that their safeguarding plans and 

programmes are fully inclusive of all sectors and strata of society, including indigenous peoples, migrants, 

immigrants and refugees, people of different ages and genders,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members of 

vulnerable groups, in conformity with Article 11 of the Convention”.Or what about OD177, “inclusive 

social development”, the chapeau of OD177, that even refers to “inclusive governance”: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recognize that inclusive social development comprehends issues such as sustainable 

food security, quality health care, quality education for all, gender equality and access to safe water 

and sanitation, and that these goals should be underpinned by inclusive governance and the freedom 

for people to choose their own value systems.” “Inclusive economic development” is the chapeau of 

OD183,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acknowledge that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tributes to inclusive economic development, and to recognize in this context that sustainable 

development depends upon stable, equitable and inclusive economic growth based on sustainable patterns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and requires reduction of poverty and inequalities, productive and decent 

employment as well as ensuring access to affordable, reliable, sustainable, renewable and modern energy 

for all and improving progressively resource efficiency in consumption and production.” And OD“184. 

States Parties shall endeavour to take full advantag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a powerful force 

23) www.futureforcrafts.org ; http://www.tapisplein.be/frontend/files/userfiles/files/Toekomst.pdf

24) Boltanski and Esquerre, Enrichissement, p. 491.

25)   M. Jacobs, J. Neyrinck & A. Van der Zeijden, UNESCO, Brokers and Critical Success (F)Actors in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Volkskunde. 
Tijdschrift over de cultuur van het dagelijks leven, 115, 2014, 3, pp. 24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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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inclusive and equitable economic development, encompassing a diversity of productive activities 

with both monetary and non-monetary value, and contributing in particular to strengthening local 

economies. To that end,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respect the nature of that heritage and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the communities, groups or individuals concerned, particularly their choice 

of collective or individual management of their heritage while providing them with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the practice of their creative expressions and promoting fair trade and ethical economic 

relations.” Then there is also OD 194: “States Parties should endeavour to recognize and promote the 

contribution of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 social cohesion, overcoming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nd strengthening the social fabric of communities and groups in an inclusive way. 

To that end,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give particular attention to those practices, expressions and 

knowledge that help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to transcend and address differences of gender, 

colour, ethnicity, origin, class and locality and to those that are broadly inclusive of all sectors and 

strata of society, including indigenous peoples, migrants, immigrants and refugees, people of different 

ages and genders,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members of marginalized groups.” This is repeated in 

the Overall Results Framework, even on the highest leve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safeguarded 

by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who exercise active and ongoing stewardship over it, thereby 

contributing to sustainable development for human well-being, dignity and creativity in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but also in several indicators, and footnotes.

Both Enrichissement and the evolutions it identifies are important, but alternatives are needed. The 

notion of significance assessment in combination with participatory approaches can help to enrich the 

approaches and practices. The sixth chapter of the Operational Directives still has to be fully developed 

and explored. The eye-openers that are needed to see the impact of major enrichment strategies give food 

for thought. It will be necessary to be more pragmatic. This can be an and-and-story, if reflexive brokers 

succeed in making it work and reappropriate some dis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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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무형문화유산과 시민생활

서연호 (무형문화재위원장,고려대학교 명예교수)

토박이말과 문화유산

고대 한국인들이 한자(漢字)를 차용해 널리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4세기 중엽이었다. 당시 교육기관들이 

설립되면서 중국의 책들을 수입해 교재로 삼은 것을 그 중요한 계기로 볼 수 있다. 한국인들의 한자어 발음은 

동음(東音)이라고 해서 중국식 발음과 구별되었다. 한국인들이 새로운 글자(한글)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443년이고, 글자를 만든 이후, 오늘날까지도 한글과 한자어, 그리고 일부 한자는 병용(倂用)되고 있다.

고대부터 현재까지 한국인들의 모국어(생활어)는 알타이어의 일부이다. 이 모국어를 한자어(동음)와 구

분해 토박이말(고유어)이라 한다. 한자어가 형성되기에 앞서,토박이말과 더불어 한국문화가 생성되었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토박이말에 깃든 무형문화유산(이하 무형유산)의 근원을 찾

는 것은 뜻있는 일로 여겨진다.

하나의 사례로 ‘삶’(生 life)을 살펴보기로 한다. 삶은 자동사 ‘살다’(live, live on)의 명사형(살+음)이다. 

사람이라는 말도 동일한 어근(살+암)을 지니고 있다. 살아있는 존재를 가리킨다. 살다의 사동사는 ‘살리

다’(keep alive, give life to, make effective use)이고, 그 반대어는 ‘죽이다’이다. 살리다의 명사형(살+리+음)

은 ‘살림’이다. 살림은 삶의 생태적 · 물질적 · 정신적 · 창의적인 모든 영역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의미를 내

포한다. 생활에 필요한 도구, 에너지를 불어넣는 일, 경제를 일으키는 행위, 예술적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북

돋는 짓 등이 모두 살림에 해당한다. ‘살림살이’에서 ‘살이’는 접미사로서, 어떤 일에 종사하거나 살아가는 상

태를 강조해 드러낸다. 종(奴婢)살이 · 공방(工房)살이 · 광대(俳優)살이 · 치배(樂士)살이 등이 이에 해당한

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과 ‘삶을 살리는’ 짓과 질(행위와 직업)에서 한국인들의 문화생활이 이루어지고, 그 

원동력이 무형유산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한국인들의 의식주(衣食住)에 관한 토박이말을 살펴 보면, 

생동하는 무형유산의 계승과 활용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감지하게 된다.

기조발제 2

여기서 시민생활은 문화행위의 주체와 객체라는 관점에서, 특정 도시민시민(都市民 the citizens)을 말하

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생활로서 시민생활(civic life), 국민생활(national life), 사회생활로서 

공동체생활(community life) 같은 넓은 의미를 지닌다.1) 한국의 역사 속에서 시민과 공동체 생활이 무형문화

유산과 어떻게 관련되어 발달해 왔는지를 관찰해 봄으로써, 이 논의를 보다 실절적으로 개진할 수 있다. 20

세기 한반도의 근대화는 식민지치하(일제강점기)에서 진행되었고, 1960년대 한국의 산업화는 분단(1948년 

북한과 공존)이라는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다. 근대적인 의미의 시민생활과 시민사회, 시민의식과 시민운동 

역시 장기적이고 처절한 민주화투쟁을 통해 오늘날 겨우 법체계를 이룩한 수준이다. 아직 속살까지 시민사

회 (띄어쓰기)를 이루었다고 말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 그 동안 건전하지 못한 자본주의 형성 과정에서 유럽

식으로 소시민(a petit bourgeois)이라는 용어가 부각된 점을 잊을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시민사회는 

선진국들에 비해 여전히 ‘세계적인 지각생’이라는 점을 투시할 수 있다. 1894년에 공포된 「갑오경장」에서 

비로소 ‘신분제를 폐지한다’고 했고, 1948년에 제정된 헌법에서 국민의 자유민주적인 기본권이 확립되었지

만, 고질화된 신분제의 타성은 한국사회에서 완전히 종적을 감추지 않고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19세기까지 한국인들은 왕을 최고의 위치에 두고, 사(士, 사대부와 선비) · 농(農 농민) · 공(工 공인) · 상

(商 상인)의 사민(四民)과 팔천(八賤 사노비, 중, 백정, 무당, 광대, 상여꾼, 기생, 공장)의 신분구조를 유지하면

서 살아야 했다. 무형문화유산의 주체들 대부분은 낮은 계급의 서민들이거나 극심한 차별 대우를 받는 천민

들이었다. 공예품이라 해도 왕실용 · 사대부용 · 서민용이 별도로 제작되었고, 공연이라고 해도 역시 그렇게 

실연되었다. 성종 5년(1475)에 간행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시행된 

국가의례의 규범을 정리한 문서이다. 중국의 규범을 참조한 부분이 적지 않다. 당시 오례는 길례(吉禮) · 흉

례(凶禮) · 군례(軍禮) · 빈례(殯禮) · 가례(嘉禮)의 다섯 가지를 말한다. 그런데 이 오례에서도 왕실과 사대부 

및 서민들의 차등을 두어 의례가 이루어졌다.2) 여기서는 이상에서 논의한 무형유산과 시민생활의 상관성을 

전제로 오늘날 한국 실제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간략히 살펴 보기로 한다.

1)   레인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김성기, 유리 역, 키워드(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민음사, 2010 pp.77-79 pp.106-107  
The New Encyclopedia Britannica Vol.3, community/ community property,Encyclopedia Britannica,2010 p.498.  
퇴니스·황성모 역,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삼성출판사, 1990 p.252. 
地域社會學會 編, キ-ワ-ド地域社會學, ハ-ベスト社, 2000 pp.26-27.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ns Vol.3, commmmunity/The Macmillan Company & The Free Press, 1968 pp.153-163. 

2) 법제처 편, 국조오례의(1-5), 1981, 19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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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악과 공동체활동

한국에서는 1965년 12월부터 ‘중요무형문화재’가 법적으로 지정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1998년에 채택

된,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과 동일한 범주의 문화 활동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공동체 생활과 관련한 몇 가

지 사례를 들어 보기로 한다. 농악은 중요무형문화재(제11호), 유네스코인류무형유산(2014년등재)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내 여러 지역의 무형유산으로도 지정되었다. 농악은 농사음악 또는 농민음악이라는 편협한 

용어이다. 그러나 지난날 전 국민이 농업에 종사하던 시대에는 마치 음악의 대명사처럼 풍물(風物)이라는 용

어가 더 자주 쓰였다.3) 풍물은 전통적으로 두레 공동체의 예술로서 전승되었는데, 현대적으로 총체예술(total 

arts)에 해당한다. 농악은 신악(神樂 ritual music)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매년 신에게 다산·다획·풍년

을 기원하는 의식악으로서 공연된 것이다. 농악은 군악(軍樂 millitary music)으로 함께 사용되었다. 풍물단

체들이 머리에 쓰는 전립(戰笠)과 조선시대 군인들의 전립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은 군악과 깊은 상관성을 

말해 준다.4) 조선시대까지 군대조직은 일반 농민이 일단 전쟁이 나면 군졸(軍卒)로 편성되는 방법이었다.

농악은 농촌의 두레악(instrumental music of peasants)으로서 정착되었고 전승의 기반이 되었다. 두레

는 ‘일을 위한 작업공동체’를 일컫는다.5) 농악이라는 용어는 여기에 합당하다. 농민들이 농장으로 나갈 때는 

행진곡을 연주하거나 농민들이 일을 할 때는 곁에서 연주해 줌으로써 노동의 피로를 덜어 주었다. 두레의 유

래는 고대의 씨족공동사회에서 찾는 견해가 많다.6) 필자는 토박이말 ‘둘레’에서 두레가 유래했다고 생각한

다. 둘레는 ‘마을의 둘레’ 즉 울타리 · 경계선 · 방어선이라는 복합적인 어의로부터 그 속에 함께 살고 있는 

주민들의 조직과 결속과 연대의식을 표상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농악은 판굿악(performing arts)을 

통해 예술적으로 발전했다. 넓은 마당에서 관중들을 모아 놓고, 풍물패의 뛰어난 기예를 선보이는 풍물연행

을 판굿이라 한다. 판굿은 판을 짜서 공연하는 연희이다. 풍물패 전체의 음악적인 조화와 다양한 연행, 개개

인의 탁월한 기능, 화동(花童)들의 재치 있는 연행, 그리고 잡색패(雜色牌)의 익살스러운 연극 등이 다채롭게 

총체적으로 공연되는 예술공연이다. 오늘날 농악하면, 일반적으로 판굿악을 일컫는다.7)

3)   풍물놀음·풍장(風壯)·풍년놀이·농장·농부놀이·꽹매기·매구·매굿·두레·걸궁·걸립·굿·굿물·지신밟기·마당밟기 등. 오청은 농
악을 민속예술에 포함시켰다. 吳晴, 《朝鮮の年中行事》, 朝鮮總督府, 1931 참조. 서연호, 식민지시대 오청의 민속조사 및 선양활동, 고려대 어문
논집 60호, 2009 pp.333-354.

4) 이보형, 전립과 농악의 상모, 김익두 편, 전게서 pp.480-494.

5) 두레는 지역에 따라 농사(社)·농계(契)·농청(廳)·동네 논매기·길쌈·돌개기음·품앗이 등으로 불렸다.

6)   이병도, 두레와 그 어원에 대한 재고찰, 가람이병기박사 송수논문집, 1966, p.388. 신용하, 두레 공동체와 농악의 사회사, 김익두 편, 전게서 
pp.540-598. 정병호, 한국의 전통춤, 집문당, 1999 pp.835-855.

7)   풍물패 전체의 연행과 개개인 기능의 발표는 레퍼토리, 화동(花童)들의 연행은 마임댄스, 잡색패(雜色牌)의 연극은 민속극의 일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원시적인 타악기로 연주되는 농악은 한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도 ‘국민

의 예술’이라는 상징성을 갖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근거를 두고 있다. 20세기 후반기에 들어와서 농

악은 무대공연에 적합하게 사물놀이로 발전했다.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농악에서 보다 넓은 관객층을 

향한 연주악이 된 것이다. 사물놀이는 농악의 악기인 꽹과리·장구·징·북을 조화롭게 연주한다. 원래 사물

(四物)이란 불교의식에서 타악용으로 사용되던 법고(法鼓), 운판(雲版), 목어(木魚), 범종(梵鐘)을 지칭한다. 

1978년 2월 민속악회 ‘시나위’로부터 시작되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사물놀이의 세계순회공연

이 이어지면서, 연주자들은 사물놀이가 한국적 특수성을 가진 음악이면서 세계적인 보편성을 지닌 음악이라

는 사실을 널리 알렸다. 사물놀이는 전통으로서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공연양식으로 새롭게 재탄생했고, 세

계적인 공연양식으로서 ‘한국 음악’을 분명히 인식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8)

문화재로서 지정된 전문가(예능보유자)들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많은 단체들, 또는 예술단체들이 자

주 농악을 공연한다. 한국의 축제는 거의 농악축제라 할 만큼, 농악은 지금도 국민적인 공연예술이다. 여기서

는 농악과 공동체생활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강릉지역을 살펴 보기로 한다. 오랜 역사를 지닌 강릉의 단오(端

午)축제는 농업문화를 기반으로 전승되어 왔다. 기록으로 남은 것을 기준으로 하면, 1928년 단양제(端陽祭, 

단오축제의 다른 용어)로부터 농악경연대회가 열렸다. 1938년부터는 동아일보사가 주최하는 농악경연대회

로 전승되었다.9)

강릉을 중심으로 하는 영동지역의 농악경연대회는 1982년부터 강릉의 KBS방송국이 주최해 왔다. 2019

년 현재 38회를 맞았다. 전문가들이 아닌, 영동지역 내의 작은 커뮤니티에서 2019년 9개의 단체들이 참여했

다. 9개 가운데 한 단체는 농협은행이 정규적으로 교육하고 지원하는 단체10)이고 주로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

다. 참여단체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실제로 현지에서 커뮤니티 농악을 하는 단체들은 이보다 많다. 한

편, 강릉농악보존회는 농악의 보존을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농악경연대회를 1995년부터 지속

적으로 해 왔다. 시내의 5~6개 초등학교가 참여하며 2019년 9월이면 25회를 맞는다. 이런 사례를 통해 영동

지역 농악은 살아있는 문화로 활력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 보존을 위한 전수교육 역시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11)

8) 김헌선, 사물놀이의 세계, 김익두 편, 전게서 pp.125-148.

9) 강릉농악보존회 주최, 강릉농악과 향토문화 세미나(논문집), 2014,8,18 참조.

10) 이 단체는 거주 지명을 사용하지 않고 ‘달맞이농악대’라는 여성 상징적인 명칭으로 활동한다.

11) KBS강릉방송국 주최, 제38회 사장기 농악경연대회, 2019,6,7 참조. 강릉농악보존회 전수조교 서수희 증언, 2019,6,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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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 활동

‘탈’은 가면에 대한 토박이말이고, ‘탈춤’은 북한의 황해도지역에서 가면극을 일컫는 토박이말이다. 얼굴

에 가면을 쓰고 춤을 통해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양식이므로 탈춤극(mask dance drama)이라는 용어가 보다 

정확한 명칭이다. 세계 어디서나 그러하듯, 탈춤극은 한국에서도 오랜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그것은 단

순한 형식으로부터 복잡한 형식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종류로 전승되었다.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탈춤들

은 18세기 후반부터 전승된 남성 중심의 춤과 드라마형식이 융합된 유형이다. 직업적인 배우인 광대들이 서

민 관객층을 대상으로 공연해 왔다. 춤사위는 대체로 활달하고 박력이 있고, 유연하면서도 익살스러운 여유

에 넘친다.12)

1965년 12월 양주별산대놀이(제2호)를 시작으로, 통영오광대(제6호) · 고성오광대(제7호) · 북청사자놀

음(제15호) · 봉산탈춤(제17호) · 동래야류(제18호) · 강령탈춤(제34호) · 수영야류(제43호) · 송파산대놀이

(제49호) · 은율탈춤(제61호) · 하회별신굿탈놀이(제69호) · 가산오광대(제73호) 등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

정되었다. 지역에서는 경기도의 퇴계원산대놀이 · 강원도의 강릉관노탈놀이 · 경상남도의 진주오광대와 김

해오광대 등이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상과 같은 무형유산을 청소년들에게 전승시키기 위한 사회교육의 일종으로 하는 것이 청소년탈춤축제

한마당이다. 한국탈춤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고 인천시에 있는 은율탈춤보존회가 주관하는 이 축제는 2013

에 시작되어 2018년까지 6회에 이르렀다. 출연단체는 2013년 9, 2014년 13, 2015년 13, 2016년 14, 2017

년 13, 2018년 13 등 모두 75개이다. 탈춤종류별로 참여 횟수를 보면 은율 16, 양주 12, 고성 8, 가산 11, 수

영 6, 강릉 6, 동래 5, 통영 5, 송파 3, 북청 1, 봉산 2 등이다. 단체별로 보면, 초등학교 44, 중학교 14, 고등학

교 9, 얼쑤 3, 청산도감 2, 탈가애 1, 탈사랑 1, 해솔 1 등이다. 학교가 아닌 청소년자율단체들이 늘어나는 추

세가 주목된다. 이렇게 축제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성인이 된 젊은이들이 전문적인 학습을 받고, 탈춤극 배우

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이 축제가 무형유산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13)

살풀이춤은 여성적인 한국무용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다. 살풀이라는 무악(巫樂)장단에 맞추어 손에 수

건을 들고 춘다. 사람에게 찾아드는 불행한 기운을 살(煞) 또는 액(厄)이라 하는데, 이런 기운을 예방하거나 

풀기 위해 무당의 굿에서 하던 제의적인 춤과 장단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겨진다. 풀이는 ‘맺힌 것을 푼다’ ‘해

소시킨다’는 소망과 기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무당들의 다양한 풀이 연행으로 전승되던 의례가 조

12) 서연호, 한국가면극연구, 도서출판 월인, 2002 참조.

13) 한국탈춤단체연합회 편, 청소년탈춤축제한마당(2013-2018), 팸플릿, 참조.

선시대 말기에 신분제가 완화되고 일부 무가(巫家)의 여성들이 기녀들과 어울려, 때로는 기녀가 되어 기방

(妓房)에서 춤을 추게 되면서 감상을 위한 예술춤으로 발전한 것으로, 학자들은 해석한다. 그러니까 무속 살

풀이를 살풀이춤으로 발전시킨 것은 기녀들이라 할 수 있고, 이런 이유로 살풀이춤을 교방계(敎坊系)춤, 권

번(券番)춤의 일종으로 분류하게 되었다.

살풀이춤은 김숙자(1927~1991)와 이매방(1927~2015)의 춤이 중요무형문화재(제 97)로 지정되었다. 뒤

늦게 한영숙(1920~1990)의 계승자인 이은주(1955~)의 살풀이춤이 서울시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지역의 살

풀이춤으로는 대구시의 권명화(1934~), 대전시의 김금화(1943~), 경기도의 김복련(1948~), 전라북도의 최

선(1935~) 등이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전수지정학교로 선정된 안성중학교에서 살풀이춤을 가르치는 유청자

(1945~)의 춤도 명무로 알려졌다.

김숙자류(類)의 살풀이춤에서, 무구(舞具)로는 2미터 정도의 흰 명주 수건을 사용하는데, 다른 살풀이춤

에 비해 훨씬 긴 수건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건을 뿌리면서 아름다운 곡선미를 잘 표현낸다. 반주는 경기도 남

부 무속에 자주 쓰이는 도살풀이장단이다. 그러므로 김숙자의 살풀이춤은 경기도당굿의 12거리 중에서 마

지막 절차로 거행하는 도살풀이춤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도살풀이춤에서 유래하였지

만, 새롭게 춤의 구성과 춤사위를 만들어 재탄생시킨 춤이다. 경기도당굿에서 사용하고 있는 춤사위의 명칭

도 그대로 사용한다. 춤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애원성(哀怨性)이 짙다. 특히 한(恨)과 신명이 서려 있는 춤사위

로는 목젖놀음이 유명하다.

이매방류의 살풀이춤에서, 무구(舞具)로는 150센티미터의 흰 명주 수건을 사용한다. 반주는 삼현육각으

로 하고, 느린 살풀이, 자진살풀이, 느린 살풀이 순으로 진행된다. 애조 띤 가락으로 느리게 시작된 춤사위가 

빨라지면서 점점 격정적으로 변하고, 마지막에는 다시 조용하게 마무리 짓는다. 지극히 기교적인 춤사위가 

많은 것이 특징인데, 다른 살풀이춤에 비해 수건의 놀림과 발디딤새에 세련된 동작이 많다.14)

이처럼 두 무용가의 춤이 살풀이춤을 대표하지만, 한국의 전통 무용가들이라면 누구나 살풀이춤을 출 만

큼 일반화되어 있고, 독창적인 살풀이춤을 연행하는 무용가들도 적지 않다. 예술계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

의 무용과목에서는 살풀이춤은 기초과정이자 전공과정으로 되어 있다. 여러 지역의 문화예술센터(생활문화

센터)의 생활예술교육이나 신문사들이 운영하는 문화예술강좌에서도 살풀이춤 전수학습은 무형유산의 대

표 종목으로 손꼽힌다.15)

14)   서연호, 한국의 전통연희와 동아시아, 동문선, 2010 pp.318-320. 이매방의 발디딤, 손놀림, 몸굴림에 관한 기록은 2016년 9월 국립무형유산원이 
주최한 <영상축제>에서 상영되었다.

15)   조광호, 생활문화활동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p.114/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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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풀이춤이 고전적인 가치와 대중적인 호응을 갖는 요인은 무엇일까. 살풀이춤은 입춤(입춤)이라는 넓은 

범주에 속하는 하나의 춤류로서, ‘즉흥성이 강한 춤’(즉흥춤) ‘자유로움이 강한 춤’(허튼춤)이다. 또한 ‘손에 

수건을 들고 추는 춤’(수건춤)으로서 멋스러움을 느끼게 한다. 초보자들에게는 이러한 요소가 배우기 쉽고 

매력적이라는 선입견을 준다. 한반도의 남방지역에 기반을 둔 살풀이 음악은 ‘고달프고 서글픈 삶을 연상시

키는 이미지’(애원성)를 느끼게 하면서도 다양성과 변화가 많다. 이러한 음악적 특징과 더불어 신에게 자신

(개인)의 잠재된 소원과 쌓인 원한을 풀어 주기를 갈망하는 신앙적 요소(풀이굿)를 지닌 것도 매력적 요소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에도 불구하고, 가장 쉽게 보이는 것이 가장 잘하기 어렵다는 역설이 살풀이춤

에 내재한다는 진실을 투시할 필요가 있다. 누구나 출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다른 춤에 비해서 하나의 작

품으로서 개성과 품격을 제대로 갖추기에는 어려운, 오랜 숙련과 정신적 깊이를 동반해야 한다. 이런 한국인

들의 정통적인 미의식이 함축된 점에서 고전적인 가치를 지닌 춤으로 평가되고 있다.16)

민요를 부르며 춤을 추는 행위를 소리춤이라고 한다. 한국의 소리춤 가운데 대표적으로 발달한 것이 남쪽

지역의 강강술래이다. 강강술래는 여성들의 집단적인 연희로서 대표성을 갖는다. 음력 8월 14일, 15일 밤에 

달빛 속에서 마을의 부녀자들이 모여 연행했다. 20, 30여 명이 손에 손을 잡고 오른쪽으로 돌면서 선창자의 

메기는 소리를 받아서 후창자들이 받는 소리로 ‘강-강-술-래’라는 후렴을 반복하며 군무를 추었다. 선창자

를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군중은 후창자가 되는 셈이다. 가창곡은 처음에 느린 소리(진양조)로 시작하여 점

차 빨라지며(중모리, 중중모리), 마지막에는 더욱 빠른 소리(자진모리)로 이어진다. 선창자의 가창곡에 따라

서 놀이의 길이는 짧게 끝나기도 하고 길게 연속되기도 한다. 그러나 신체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숨이 차서 더 

이상 뛸 수 없게 되면, 잠시 휴식하고 나서 다시 시작하거나 다른 집단에게 양보했다.

가창곡에 따라서 동일한 군무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기교 혹은 경기에 가까운 춤사위를 해야 했

으므로 단계에 따라서 초보자들은 뒤로 빠지고, 숙련된 사람들이 남아서 군무를 추는 장관이 벌어지곤 했다. 

이런 경지에 이르면 참여자는 물론 참관자들도 흥겨움이 더했다. 따라서 선창자는 단순한 기성곡의 가창자 

역할을 넘어서 순간순간 새로운 가사를 창작하는 작사가(作詞家)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날의 놀이판을 구

성하기 위해 가창곡의 순서를 배합시키는 역할을 한 것은 마치 현대의 연출가를 방불케 한다. 손을 잡는 방

법은 왼손을 앞으로 하고, 오른손을 뒤로 한다. 오른손으로 뒷사람의 왼손을 잡고서 돈다. 손가락을 오므려서 

상대방의 손가락을 얽어쥔다. 놀이는 언제나 원무형(圓舞型)을 유지하면서 진행된다.17)

16)   예능민속연구실 편, 입춤 · 한량무 · 검무, 국립문화재연구소, 1996 참조. 김영희, 살풀이춤의 근대성, 공연과리뷰(62호) 2008 가을, 현대미학
사 참조. 송미숙, 유파별 살풀이춤을 통해 본 한국춤의 미, 아시아태평양음악 국제학술회의논문집, 2010,10, pp.151-167.

17) 정병호, 한국의 전통춤, 집문당, 1999 pp.193-205.

강강술래는 1966년 2월에 중요무형문화재(제8호)로 지정되었다. 민요(양홍도, 김길임, 김금자)와 춤(최

소심)의 명인들이 동시에 국가적인 보호를 받게 되었다. 전라남도의 섬인 진도와 바다를 사이에 둔 해남의 

여성들이 각각 보존회를 운영하며 공연과 전승교육을 해 왔다. 원무형의 소리춤인데다 변화가 잦은 춤동작

으로 참여자나 관객들에게 흥겨움과 재미를 느끼게 하는 춤이다. 이런 이유로 국내의 여러 학교에서 실연하

고 있고, 이 춤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창작도 다수 공연되고 있다.

시민적인 활동으로는 전국 강강술래경연대회가 가장 유명하다. 진도군과 해남군이 매년 교대로 주최

하는 이 대회는 2010년 11월 유네스코인류무형유산 등재기념으로 시작되었다. 20 명 이상이면 어느 단체

나 참가할 수 있고,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누어 경연한다. 2017년까지 경연대회에는 일반부는 총 45 개 팀에 

연인원 1349명, 학생부는 총 37 개 팀에 연인원 1225 명이 참여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이 대회에서 우수성

을 인정 받은 단체들은, 이듬해 진도의 명량대첩(鳴梁大捷)축제에 초청을 받는 관례가 실현된다. 이 축제는 

1597년 이순신 장군이 12 척의 배로 한국을 침략한 일본의 배 133 척을 대파한 해전을 기념하는 행사인데, 

특히 여러 단체의 강강술래의 공연이 성황을 이루고 대중들의 인기를 차지한다.18)

한편, 전라북도 고창읍에서도 강강술래가 시민활동으로 전승되고 있다. 과거부터 전승되던 이 활동을 촉

진시키는 것이 모양성축제에서 하는 강강술래경연대회이다. 고창에는 조선시대의 읍성(邑城)으로 모양성

(牟陽城)이 남아 있는데, 이 이름을 그대로 차용한 행사이다. 2016년부터 읍내의 면단위로 단체를 만들어, 고

창읍과 소속13 개면이 경연을 벌인다. 말 그대로 현지 주민들의 축제이다. 전라남도의 산업진흥원이 주최하

는 강강술래 창작댄스경연대회도 주목되는 시민활동이다. 이 민속춤을 국민댄스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새로

운 운동으로서, 2011년부터 이미 개발된 창작댄스를 대상으로 어느 단체나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다. 전통의 

계승과 현대적인 창작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춤축제로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민요라는 용어는 남한민요라는 대칭어로 사용된다. 1945년 8월에 일제강점기로부터 벗어난 한민족

은 극심한 체제이념의 갈등을 겪었고, 1948년 가을에 남북한은 각기 다른 분단체제의 국가를 세웠다. 분단체

제는 2019년 현재 7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남북한의 문화는 동질성의 상실 · 변질 · 변종의 심

각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런 문화 상황은 민족통일의 과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되

고 있다.

한민족의 민요는 기층문화로서 문화유산 가운데서도 가장 중시되는 분야이다. 민요는 선소리산타령(제

19호) · 서도소리(제29호) · 남도들노래(제51호) · 경기민요(제57호) · 농요(제84호) · 제주민요(제95) 등, 다

18) 김재호, 진도군 문화예술체육과 자료 정리, 201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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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명칭으로 지정되었다. 이렇게 남한의 민요가 보존되는 가운데, 북한에서 민요의 전승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복원 및 재현’ 활동을 펼친 일군의 음악인들이 있다. 서도소리의 전수조교인 유지숙(1963~)

과 사단법인 향두계놀이보존회(약칭 향두계 2009년 결성) 회원들이다. 향두계는 지난날 북한 평안남도에서 

농촌의 젊은이들로 조직된 노동조직(契)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이들의 활동은 남한에서 ‘북한민요’를 정통적

으로 계승하고 일반인들에게 민요의 넓은 영역을 인식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 일종의 문화운동이라는 점에

서 크게 주목된다.

이 운동은 1995년 8월 유지숙이 서도소리의 전수조교가 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녀는 문화재

로 지정된 곡목만을 부른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함경도 · 평안도 · 황해도 · 강원도 모든 지역의 대표적인 민요

들을 가능한 수집해 불렀다. 그녀의 대표곡들은 2015년 ‘라디오 프랑스’ 음반으로 발매되어 전세계에 알려

지게 되었다. 동시에 그녀는 매년 추가되는 음원들을 대상으로 악보를 작성해 향두계 회원들에게 전수하고 

함께 부름으로써, 이미 전승이 끊기고 일반인들이 알 수 없었던 북한민요의 실체를 점차 되찾게 된 것이다. 

이 운동을 통해 북한민요가 확산되는 여건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운동이라는 신뢰

를 갖게 되었다. 향두계 회원들은 ‘북녘땅에 두고온 노래’라는 상징적인 명칭으로 수차 발표회를 가졌다.19)

전국 청소년민속예술제

전국적으로 성인단체들이 매년 경연대회를 벌이는 것을 한국민속예술축제라고 하고, 청소년들의 정기적

인 경연대회는 고등학교 학생들 중심의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라 한다. 전자는 문화재보호법이 제정(1962)

되기 전인 1958년 8월부터 개최되었고, 후자는 청소년의 문제가 사회적인 정책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1994

년 10월부터 개최되었다. 이 두 가지 거국적인 축제의 레퍼토리는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선정한 ‘민속예술’(a 

folk art)을 대상으로 삼지만, 주로 공연되는 작품은 전통적인 무형유산작품(traditional performing arts)이 

특징이다.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출연하는 성인단체들은 이미 무형유산(국가 및 지역 문화재)으로 지정된 종

목들이 대부분이므로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그러나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출연하는 단체는 각 지역의 청

소년들이 평소에 연마한 무형유산의 실상을 그대로 파악할 수 있는 공연이자, 그 수준과 가치를 판별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청소년들에 의한 무형유산의 계승이라는 주제에 적합한 내용이다.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는 2018년까지 모두 25회를 실시했다. 매년 지역 단위로 7~16개 대단위 커뮤니티

(도시와 농촌) 경쟁에서 1위를 차지한 단체가 출연했고, 그동안 366개 단체들이 경연했다. 필자가 개인적인 

19) 유지숙 지도, 김선국 연출, 2016,5,19/ 2016,12,22/ 2017,9/ 2018,11,9 등 참조.

기준으로 양식별로 분류해 본 결과는 농악은 190개, 민속놀이는 74개, 가면극은 39개, 민속춤은 36개 그리

고 민요는 27개의 단체들이 참여했다. 25년 동안 366개 단체는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지역별 예

선에서 1위만이 참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국에는 상당히 많은 고등학생 단체들이 잠재하고 있음을 투시

할 수 있다. 예컨대, 필자는 2012년 9월 21일에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를 관람했는데, 당시 경기도(대단위

에 대한 소단위 커뮤니티) 대표 광주광지원농악(광주중앙고등학교)은 27개 단체의 경연에서 선발되었다. 이 

공연은 그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20)

공연양식들을 상대적으로 보면, 농악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농악에 기반을 둔 민속놀이는 평균 수준

을 보이는 한편, 다른 종목들은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가면극, 민속춤, 민요 등은 오늘날 고등학생들에게

는 배울 기회가 별로 없고 배우기 어려운 전문성을 지닌 것이 참여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런 여러 

가지요인에도 불구하고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가 건전하게 계승되는 것은 커뮤니티와 무형유산의 깊은 관

계를 드러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21)

시민활동의 의의

이상에서 필자는 한국인의 시민생활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전통적인 공연활동을 간략히 살펴 보았다. 문

화유산으로 지정된 예술가들의 공연활동이나 전문적인 인재양성교육 과정은 여기서 논외로 했다. 시민적인 

활동과 전문적인 활동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보적(相補的)인 발전의 관계이다. 시민활동에 대한 전

승교육은 그가 누구든 전문가들이 맡고 있고, 시민활동을 하던 사람들 가운데서 후일 예술가가 되거나 전문

적인 연구자가 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된다. 문화유산의 보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속가능하고, 미래

지향적인 전수교육이라는 점을 새삼 강조하고 싶다.

20)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부 편,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화성종합경기타운, 팸플릿 참조.

21) 문화체육관광부 편, 한국민속예술50년사(1958~2009), 2009 참조. 문화체육관광부 편, 한국민속예술축제 백서(2010~2018), 매년 발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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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지역의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시민의 공연활동이 여러 가지 동기로부터 출발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가장 기초적인 정신은 행동의 자율성, 행복한 생활 의지, 개성적인 창의력에서 비롯

된다는 사실이다. 장차 전문가가 되려는 강박관념, 타인의 강요, 주변환경의 영향으로 무형유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 설사 그렇게 출발했다 하더라도 지속성을 갖지 못하고 중도에 이탈하게 

된 것이 상례이다. 그러므로 이미 지적한 3가지 기초적인 정신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된다.

오늘날 세상을 지구촌문화시대(Global Village Culture Period, 약칭 글로컬)라 하고, 이런 문화를 실감하

며 한국인도 살고 있다. 세계의 지구촌화는 같은 문명, 문화의 세계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글로컬은 문명의 

다원성(多元性)에서 일원성(一元性)으로, 문화의 지역적 특수성에서 지구적 보편성으로의 이동, 독특한 색깔

을 띤 문화에서 색깔 없는 문화로의 점진적 변화, 차별적 문화에서 동등한 문화로의 변동 등을 의미한다. 이

러한 현상을 볼 때, 사람들의 새로운 문화를 위한 노력은 현재보다 더욱 거시적(巨視的)이고, 협력적이며, 융

합성과 보편적 가치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개진(改進)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지역문화 · 전통문화 · 

민족문화를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하며, 인간의 자유와 인권과 아름다움의 가치를 

공유하는 글로컬로서 거듭나야 할 것이다.22)

일반적으로 문화유산 활동은 지역문화 · 전통문화 · 민족문화의 계승으로 인식되고, 이런 이유로 앞서 소

개한 시민활동들이 21세기적 글로컬에 상반(相反)된다는 성급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현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문화유산의 시민활동은 첫째로 조선시대의 서민생활의 재현(再

現)이 아니고, 둘째로 당시의 사회와 현대사회는 현격한 차이(差異)가 있으며, 셋째로 세계의 다른 문화와 공

존(共存)하고 경쟁(競爭)하는 관계 속에 놓인 활동이라는 사실이다. 앞서 ‘문화를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오늘날 국수주의적이고 우익적인 민족주의(지역주

의, 전통주의)는 고립을 자초하고 있고, 낡은 유물로서 호된 비판에 직면해 있으며, 융합성과 보편적인 가치

에 심히 위배된다. 따라서 여기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문화유산의 시민활동은 고정화된 이념이 아니라 3 

가지 기초적인 정신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열린 문화’를 뜻한다.

인류는 문화유산의 보존의 책임과 노력을 멈출 수 없다. 어떤 예상과 조짐을 염두에 두고 미리 포기하는 

것은 한 마디로, 사람들이 각자 추구하는 가치있는 삶의 포기, 인생의 포기일 뿐만 아니라, 현재보다 나은, 보

다 가치있는 미래 세계 건설에 대한 방기(放棄)인 까닭이다. 세계적인 지혜를 모은다면, 현재의 글로컬보다 

22) 박이문, 지구촌시대의 문화비전, 세계화시대의 문화와 관광, 경덕출판사, 2007 참조.

바람직한 문화를 모색할 수 있고,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 미래의 삶을 위해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절망이

나 포기, 책임의 망각은 분명 비도덕적인 태도로서 용납될 수 없다.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을 위해 시민활동은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 시민활동을 위해 다음 몇 가지 사항

을 강조하는 것으로 필자의 결언을 맺고자 한다. 필자의 결언은 유네스코에서 2001년 11월에 채택된 「문화

다양성협약」 및 2003년 10월에 채택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정신을 존중하고 성실하게 실천하는 일

과 깊이 관련되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23)

첫째로, 시민생활이 자율적인 문화유산 활동과 긴밀히 연계되도록 하는 문화정책 및 문화운동이 보다 활

성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문화매개자(행정가, 경영자, 교육자, 기획자)들의 역할이 보다 전문화

되어야 한다.

둘째로, 시민의 문화유산 활동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 지향을 기조로 한 창의교육 및 창작활동과 긴밀히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로, 시민의 문화유산 활동은 날로 늘어나는 다문화(多文化) 활동과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넷째로, 관습적인 입력학습(주입식 교육)과 IT기기의 발달에 따른 출력학습(지식과 정보의 차용)에 타성

화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무형유산의 실연학습(자신의 몸을 통한 표현)이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끝으로, 국립무형유산원의 전수교육 활동은 시민의 문화유산 활동을 전제로 보다 다단계(多段階)로 전문

화되고, 보다 거시적인 커리큘럼으로 확장되어야 한다.(2019,10)

23)   Convention on Culural Diversity Treaty.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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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genous language and cultural heritage

Ancient Koreans first adopted Chinese characters (hanja, 漢字) for widespread use in the middle 

of the 4th century, with the establishment of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the import of Chinese books 

as textbooks. The Korean way of pronouncing Chinese characters was called dongeum (東音), and 

differentiated from the Chinese way. In 1443, Koreans created their own characters (hangeul). Since 

then, hangeul, Korean-Chinese words and Chinese characters have been used in combination.

The mother tongue (vernacular) of Koreans from the ancient to the present has been part of the Altaic 

family. This mother tongue can be called the indigenous language (native Korean), distinct from Korean-

Chinese (dongeum) words. Needless to say, Korean culture and indigenous language predate Korean-

Chinese words. Thus, it is a meaningful task to seek the origin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ereinafter 

intangible heritage) in indigenous language.

One example is the word ‘삶(salm)’(生, life). ‘Salm’ is the noun form (살+음(sal+eum)) of the 

intransitive verb ‘살다(salda)’ (to live, live on). The word ‘사람(saram)’ (person) has the same root (살+암 

(sal+am)), and refers to a living entity. The causative verb of ‘salda’ is ‘살리다 (salida)’ (keep alive, give 

life to, make effective use), and the antonym of that is ‘죽이다(juk’ida)’ (to kill). The noun form of ‘salida’ 

is ‘살림(salim)’. ‘Salim’ connotes the basic foundation of life in all its domains- ecological, material, 

mental, creative. Everyday tools, boosting energy, reviving the economy, artistic enjoyment, creating 

beauty- all of these things come under the concept of ‘salim’. In the word ‘살림살이 (salimsari, managing 

a household/possessions in the house)’, ‘살이(sari)’ is a suffix which denotes a vocation or state of 

existence. Examples include종(奴婢)살이 (jongsari, live in slavery), 공방(工房)살이 (gongbangsari, live 

Keynote Speech 2

in a workshop), 광대(俳優)살이 (gwangdaesari, live as a clown), and 치배(樂士)살이 (chibaesari, live as 

a percussionist). In the acts (actions and vocations) of living ‘salm’ and letting ‘salm’ come alive, Korean 

culture is borne, and the driving force behind that is intangible heritage. When we look at indigenous 

vocabulary related to food, clothing and shelter, we get a more detailed picture of the transmission and 

utilization of living heritage.

The definition of civic life in this context comes from the perspective of agent and object of cultural 

acts. It is not the narrow concept of acts of citizenship in a specific territory, but a broader definition 

of civic life as everyday life of people, national life, and communal life as a social activity.1) This 

discussion can be further expanded in more concrete terms by looking at the development of civic and 

communal life with relation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Korean history. The modern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20th century began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while the industrialization of 

Korea in the 1960s took place under the situation of national separation (coexistence with North Korea 

since 1948). Civic life, civil society, civic consciousness and movements in the modern sense came out 

of a long desperate struggle for democracy, which has only gone as far as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system. It’s is still early yet to say that a true civic society has been built into the bones of our nation. 

We must not forget that the formation of an unhealthy capitalist system has given rise to the use of the 

European term ‘petit bourgeois’. The Korean civic society is still a latecomer in comparison to more 

advanced democracies in the world. Although the caste system was abolished in the 1894 declaration of 

“Gap’O Gyeongjang”, and the basic rights of citizens in a free democracy were established in the 1948 

constitution, the inertia of the long-standing caste system still wields its influence over modern Korean 

society. 

Until the 19th century, Koreans lived in a caste system with the king on the top , followed by the 

four ‘min (民, people)’ – sa (士, nobility and scholars), nong (農, farmers), gong (工 , artesans), sang 

(商, tradespeople) and the eight ‘cheon(賤, vulgar)’ - slaves, monks, untouchables, shamans, clowns, 

pallbearers, courtesans, craftsmen. The agen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ere mostly lowly 

1)   Raymond Williams, Key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Kim Sung-ki, Yu Ri Trans.), Mineumsa, 2010pp.77-79pp.106-107. 
Reference, The New Encyclopedia Britannica Vol.3, community/ community property, Encyclopedia Britannica,2010p.498. 
Ferdinand Tönnies, Gemeinschaft und Gesellschaft. (Hwang Sung-mo Trans.), Samsung Chulpansa, 1990 p.252. 
地域社會學會 編,キ-ワ-ド地域社會學,ハ-ベスト社, 2000 pp.26-27. 
Referenc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3, community/ The Macmillan Company & The Free Press, 1968 pp.15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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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ers or people from the vulgar class who were severely discriminated against. Handicrafts made 

for the royalty, nobility, and commoners were different, and the same went for performances as well. 

The “Gukjooryeui (國朝五禮儀, Five National Rites and Rituals)” is a text published in the 5th year of 

Seongjong (1475) outlining the rules of national rituals from Goryeo to Joseon dynasty, with substantial 

reference to Chinese rituals. The five rituals were gilrye (吉禮 , ancestral rituals), hyoongrye (凶禮, 

funereal rituals), gunrye (軍禮, military rituals), binrye (殯禮, diplomatic rituals), and garye (嘉禮, 

celebrations/matrimonial rituals). These five rituals also differed for royalty, noblemen and commoners.2) 

Based on the premise of correlation between intangible heritage and civic life as discussed above, let’s 

examine the relevant activities taking place in Korea today. 

Nong’ak and Communal Activities

The legal designation of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in Korea began in December 

1965. This falls under the same category of cultural activities as the UNESCO’s 1998 Proclamation of 

the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The following are some examples 

related to communal life. Nong’ak is an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11), inscribed to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2014), and designated intangible 

heritage of various regions in Korea. The term nong’ak has a narrow literal meaning of farming music, or 

music of farmers. However, in the past when everyone was a farmer, it was more often called pungmul 

(風物), which was synonymous with music.3) Pungmul was traditionally transmitted as an art form of the 

du’re (cooperative farming group) community, and is seen as a total art form in the modern day. Nong’ak 

is thought to have originated from shin’ak (神樂 ritual music), which was performed as annual rituals to 

pray for fertility, good hunts and good harvests. Nong’ak was also used as gun’ak (軍樂 military music). 

The fact that jeollib (戰笠) hats worn by pungmul groups are identical to those worn by soldiers in the 

Joseon era shows the strong relationship between nong’ak and gunak.4) Until the Joseon era the military 

was comprised of farmers who were conscripted when wars broke out.

2) Refer to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Ed., Gukjo oryeui(1-5), 1981, 1982.

3)   Pungmul noleum, pungjang (風壯), pungnyeonnol’i, nongjang, nongbunonol’i, kkwaengmaegi, maegu, maegut, dure, geolgung, geollib, gut, gutmul, jisinbalgi, 
madangbalgi etc. Oh Cheong included nong’ak in folk art. 
Refer to 吳晴, 《朝鮮の年中行事》, 朝鮮總督府, 1931 . 
Seo Yeon-ho, Sikminjisidae oh cheongui minsok josa mit seonyanghwaldong [Oh Cheong’s Folk Culture Survey and Promotion Activities in the Colonial Era], 
Korea University Eomunnonjib, 60, 2009 pp.333-354.

4) Lee Bo-hyeong, Jeollibgwa nong’akui sangmo [Jeollib and Sangmo of Nong’ak]. In Kim Ik-du Ed., Ibid. pp.480-494

Nong’ak was established as du’re’ak (instrumental music of farmer’s cooperatives), and the du’re 

became the foundation for its transmission. Du’re refers to a working community formed to perform 

specific tasks collectively.5) The term nong’ak is appropriate in this context. It was played as marching 

music when farmers went to the fields, or during their labor to help relieve fatigue. Many seek the origins 

of du’re in the ancient clan society.6) I believe the word ‘du’re’ originates from the indigenous word ‘둘

레(dule, boundary)’. ‘Dule’ encompasses the meaning of fence, border, and defense line of the village, 

and symbolizes the organization, unity and solidarity of its residents. Meanwhile, nong’ak developed 

artistically through the traditional performing arts of pan’gut’ak (traditional performing arts). Pan’gut is 

a performance held by pungmul groups in a large yards, showcasing their outstanding talents in front of a 

gathering of people. It is a performance brought together by creating a pan(stage). The musical harmony 

and performances of the pungmul group, talents of individual performers, witty performances of the 

hwadong, and humorous plays of the jabsaekpae(雜色牌) all come together to form pan’gut. The term 

nong’ak as used today typically refers to pan’gut’ak. 7)

As Nong’ak is performed with primitive percussion instruments, it is deemed to be the oldest musical 

genre in Korea, and holds symbolism as the ‘people’s art’ for this and many other reasons. In the later 

half of the 20th century, nong’ak developed into samulnori, a form more suited for stage performances. It 

went from farmers’ music rooted in local communities to instrumental music targeted at a wider audience. 

Samulnori features a harmony of the nong’ak instruments- kkwaeng’gwari, jangu, jing and buk. Samul 

(四物) originally referred to the four percussion instruments used in Buddhist ceremonies- beobgo (法

鼓), unpan (雲版), mok’eo (木魚), and beomjong (梵鐘). Samulnori first began in February 1978 with the 

folk music band ‘Sinawi’. Then, samulnori world tours in the 80s and 90s made the uniquely Korean yet 

universal characteristics of samulnori known to the world. The tradition of samulnori was recreated as a 

modern form of performing arts, and contributed greatly to worldwide awareness of Korean music as an 

art form.8)

5) Dure was also called nongsa (社), nong’gye (契), nongcheong (廳), dongne nonmaegi, gilssam, dolgaegieum, pumassi etc. depending on the region. 

6)   Lee Byeong-do, Durewa geu eowone daehan jaegochal [Revisiting the dure and its etymology], Garam Lee Byeong-gi baksa songsu nonmunjib, 1966, p.388.  
Shin Yong-ha, Dure gongdongchewa nong’akui sahoesa [Social history of the dure community and nong’ak]. In Kim Ik-du Ed., Ibid. pp.540-598. 
Jeong Byeong-ho, Hangukui jeontongchum [Traditional dance of Korea], Jibmoondang, 1999 pp.835-855.

7)   The performance by the full pungmul group and individual performances can be defined as the repertoire, the performance of hwadong as mime, and the play 
by the jabsaekpae as a form of folk theatre.

8) Kim Heon-seon, Samulnoriui segye [World of samulnori], In Kim Ik-du Ed., Ibid. pp.12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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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ak is widely performed by many organizations and troupes in various regions, not just by 

experts designated as living heritage bearers. It remains the most iconic of Korean performing arts, with 

Korean traditional festivals being almost synonymous with nong’ak festivals. The Gangneung region can 

be examined as a representative case study of nong’ak and communal living. The Dan’o (端午) festival 

of Gangneung has a long history, transmitted through an agrarian culture. Going by currently preserved 

records, the nong’ak competition was first held in the region in 1928, for the Danyangje festival (端陽祭, 

another name for the Dan’o festival). From 1938, it was continued as the nong’ak competition hosted by 

Donga Ilbo.9)

The Yeongdong region nong’ak competition held in Gangneung has been hosted by KBS Gangneung 

since 1982 and is in its 38th year as of 2019. The 2019 nong’ak competition was participated by 9 

amateur groups from small communities in the Yeongdong region. One of these is a group officially 

trained and funded by Nonghyup Bank 10), comprising mostly women. Although the number of 

participating groups is on the decline, there are more groups in the region that practice community 

nong’ak. Meanwhile, the Gangneung Nong’ak Preservation Society has been holding an annual 

children’s nong’ak competition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since 1995. 5-6 elementary schools in 

the city participate and the competition held on September 2019 will be the 25th. These examples show 

that nong’ak has vitality as a living heritage in the Yeongdong region, and transmission education for its 

safeguarding is also being carried out actively. 11)

Performing Arts Activities

‘Tal(탈)’ is an indigenous word for mask, and ‘talchum (탈춤)’ is an indigenous word for masked 

theatre performed in the Hwanghaedo region of North Korea. It would be more accurate to call it 

‘talchumgeuk(탈춤극, mask dance drama)’ as it is performed by masked performers who enact drama 

through dance. Just as with other mask dance dramas around the world, the Korean talchum has a long 

history, and has been passed down in a wide range of forms, from the very simple to highly complex. 

9)   Refer to Gangneung Nong’ak Bojonhoe, Gangneung nong’akgwa hyangtomunhwa semina [Seminar on Gangneung nong’ak and folk culture], 2014,8,18.

10)   This organization performs under the name of ‘Dalmaji Nong’akdae (Moon Viewing Nong’ak Band)”, a feminine symbol, rather than using the name of the 
region.

11) Refer to 38th Nong’ak Competition, organized by KBS Gangneung 2019,6,7.

The talchum performances that have been designated as cultural heritage are those originating from the 

late 18th century, performed mainly by men, and combining dance with drama. These talchums were 

performed for an audience of mainly commoners by gwangdae (clowns) who were professional actors of 

their time. The moves are generally energetic and lively, fluid and humorous.12)

Beginning with Yangju byeolsandae nori (No. 2) in December 1965, many talchums have been 

designated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including Tongyeong ogwangdae (No. 6), Goseong 

ogwangdae (No. 7), Bukcheong saja noreum (No. 15), Bongsan talchum (No. 17), Dongrae yaryu (No. 

18), Gangnyeong talchum (No. 34), Suyeong yaryu (No. 43), Songpa sandaenori (No. 49), Eunyul 

talchum (No. 61), Hahoe byeolshingut talnori (No. 69), Gasan ogwangdae (No. 73) etc. Regionally, 

Toegye wonsandae nori of Gyeonggi-do province, Gangneung gwanno talnori of Gangwon-do province, 

Jinju ogwangdae and Kimhae ogwangdae of Gyeongsangnam-do province have been designated as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One educational program to transmit the abov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 youth is the Youth 

Talchum Festival Hanmadang. This festival is held by the Korean Federation of Talchum Organizations 

and organized by the Eunyul Talchum Preservation Society in Incheon. The festival has been held 6 times 

so far from 2013 to 2018. The number of participating groups were 9 in 2013, 13 in 2014, 13 in 2015, 

14 in 2016, 13 in 2017 and 13 in 2018, making a total of 75. Looking at participations by talchum type, 

Eunyul participated 16 times, Yangju 12, Goseong 8, Gasan 11, Suyeong 6, Gangneung 6, Dongnae 5, 

Tongyeong 5, Songpa 3, Bukcheong once, and Bongsan twice. Looking at organizations, elementary 

schools participated 44 times, middle schools 14, high schools 9, Eolssu 3, Cheongsandogam twice, 

Talga’ae once, Talsarang once, and Haesol once. A notable trend is the increase in participation by 

autonomous youth organizations not in affiliation with schools. There are youth who take part in these 

festivals, go on to take formal training as adults, and become professional talchumgeuk performers. This 

shows the contribution of this festival to the sustained development of the intangible heritage.13)

12) Refer to Seo Yeon-ho, Hanguk gamyeongeuk yeongu[Korean masked theatre research], Doseochulpan Wolin, 2002.

13)   Refer to Korean Federation of Talchum Organizations, Cheongsonyeon talchum chukje hanmadang [Youth talchum festival hanmadang](2013-2018), 
pamph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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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puri dance is a key example of Korean dance performed by female dancers. Dancers hold cloths 

in their hands and dance to the rhythms of salpuri muak (shamanistic music,巫樂). ‘Sal (살, 煞) ‘ or ‘aek 

(액, 厄)’ is ill luck that falls upon a person, and salpuri dance is derived from ritual dances and music 

performed during shamanist gut rituals to prevent or get rid of such sal. 

‘Puri (풀이)’ is the wish and prayer to untangle or resolve a deep held resentment. Scholars believe 

that salpuri dance originated from the various puri ritual performances of shamans. When the caste 

system was loosened in the late Joseon era, some shamans made friendships with gisaeng (courtesans) 

or became gisaengs themselves and started dancing in brothels, salpuri dance evolved from ritual dance 

into an artistic performance. In other words, as the salpuri dance was developed from shamanist salpuri 

rituals by gisaeng, it is classified as a gyobang’gye(敎坊系, gyobang was an artistic training institution for 

gisaeng) or gwonbeon (券番, gisaeng organization in Japanese colonial era) dance. 

The salpuri dances of Kim Suk-ja(1927~1991) and Lee Mae-bang(1927~2015) were designated 

as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97). Later on, the salpuri dance of Lee Eun-ju(1955~), 

successor of Han Young-suk (1920~1990) was designated as a cultural property of Seoul. Salpuri dances 

that have been conferred regional cultural property status include those of Kwon Myeong-hwa (1934~) of 

Daegu, Kim Geum-hwa (1943~) of Daejeon, Kim Bok-ryeon(1948~) of Gyeonggi-do province, and Choi 

Seon (1935~) of Jeollabuk-do province. The dance of Yoo Cheong-ja, who teaches salpuri dance at the 

designated transmission school of Anseong Middle School, is also renowned for its artistic excellence.

In the Kim Suk-ja style of salpuri dance, 2 meter long white silk cloths are used as props. These are 

much longer than those used in other salpuri dances, and form the beautiful curves characteristic of the 

dance. The accompanying music is the dosalpuri jangdan (rhythm), often used in the shamanism of 

southern Gyeonggi-do. Thus, it seems that Kim Suk-ja’s salpuri dance is closely related to the dosalpuri 

dance performed as the last act of the 12 geori of the Gyeonggido dang’gut. While it originates from the 

dosalpuri dance, it has been reconstructed with a new structure and moves that separate it from the ritual 

dance. The names of the moves are also the same as those used in the Gyeonggido dang’gut. The mood 

of the dance is of a desperate plea. The mokjeotnoreum is a famous move, deeply expressive of sorrow 

and emotion. 

In the Lee Mae-bang style of salpuri dance, 1.5 meter long silk cloths are used as props. It is 

accompanied by the samhyeonyukgak (three stringed instruments, six players) ensemble. The dance 

is performed in the order of slow salpuri, jajin (fast) salpuri and slow salpuri. The dance begins with 

slow moves accompanied by sorrowful music, with the pace picking up and the moves becoming more 

passionate as the dance builds to the climax, after which it returns to the slow and quiet rhythm in the 

end. It is characterized by moves requiring high technical skill, with more sophisticated movements of 

the silk cloth and steps compared to other salpuri dances.14)

Although the styles established by these two dancers are the most renowned, salpuri dance is 

widely practiced by all traditional Korean dancers, with many dancers performing their own original 

styles of salpuri. The salpuri dance is a basic course and major at arts middle schools, high schools and 

universities. Salpuri is also transmitted through cultural centers in many regions and classes operated by 

newspaper companies, showing its status as an iconic intangible heritage of Korea.15)

How has the salpuri dance been able to keep its value as a classic art form and popularity? It is part 

of a larger classification of dance called ibchum, which is highly improvised (jeukheungchum) and 

has a high degree of freedom (heoteunchum). It is also performed with long cloths held in the hands 

(sugeonchum), which adds flair. This makes the dance seem easy to learn and attractive to beginners. 

The music of salpuri which originates from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evokes a life of 

hardship and sorrow (pleading) while being diverse and full of variations. These musical characteristics 

combined with the religious aspect (puri gut) of praying to the gods to fulfill their wishes and redress 

injustices also add to the appeal. Paradoxically, however, what looks simple from the outside is always 

the hardest to master. Anyone can dance the salpuri dance, but it takes long training and spiritual depth 

to attain the individuality and class of a masterpiece compared to other dances. Thus, the essence of the 

Korean aesthetic is condensed in the salpuri dance, making it a valuable traditional art form.16)

14)   Seo Yeon-ho, Hangukui jeontongyeonhuiwa dongasia [Korean traditional theatre and east asia], Dongmunseon, 2010, pp.318-320. 
Video documentation of the steps, hand movements and body movements of Lee Mae-bang was shown at the Media Festival hosted by th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in September 2016.

15)   Cho Gwang-ho, Saenghwalmunhwa hwaldong josareul wihan gicho yeon’gu [Basic research for lifestyle- culture activities survey],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2015 p.114/ p.122.

16)   Refer to Yeneung minsok yeongushil ed., Ibchum · hallyangmu · geomm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1996.  
Refer to Kim Yeong-hui, Salpurichumui geundaeseong [Modernity of sapuri dance], Gongyeongwa rebyoo (no. 62) 2008 Fall, Hyundai Mihaksa. 
Song Mi-sook, Yupabyeol salpurichumul tonghae bon hangukchumui mi [Beauty of Korean dance in the various styles of salpuri dance], Asia taepyeongyang 
eumak gukje haksul hoiui nonmunjib, 2010,10, pp.15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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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ichum is a performance where the performers sing folk songs while dancing. The most well-

known and widely practiced sorichum is the ganggangsullae of the southern region. Ganggangsullae is 

also representative as a collective performance by women. It was performed on August 14th and 15th 

of the lunar calendar, by the village women under the light of the full moon. About 20 to 30 people held 

hands in a circle, going anticlockwise. The lead singer would sing a line, to which the chorus responded 

with the refrain “Gang gang sul lae”. All the participants except the lead singer were part of the chorus. 

The song began with a slow beat (jinyangjo) which gradually got faster(jungmori, jungjungmori), finally 

ending with the fastest beat (jajinmori). The length of the performance could be short or long, depending 

on the song chosen by the lead singer. However, when the participants ran out of breath, they could take a 

break or give the stage to another group. 

Depending on the song, the dance would get more complicated, requiring a higher level of skill. Then, 

the beginners would go to the back, and skilled dancers would remain. This part of the performance 

would be the most exciting for both performers and spectators. The lead singer’s role often went beyond 

that of just singing the existing repertoire, to a lyricist who came up with new lyrics in the spur of the 

moment. They were also akin to stage directors of modern day performances, as they arranged the order 

of songs to set the mood of the day’s collective performance/play (noripan). When holding hands, the left 

hand comes in front and the right hand goes behind. They go in a circle, each person holding the left hand 

of the person behind them with their right. The curl their fingers, interlacing them with other person’s. 

The dance is always performed in a circle.17)

Ganggangsullae was designated as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No. 8) on February 1966. 

This meant that masters in folk songs (Yang Hong-do, Kim Kil-im, Kim Keum-ja) and dance (Choi So-

shim) became protected as national heritage bearers. Women in Jindo island and Haenam of Jeollanam-

do province established preservation societies that perform the ganggangsullae and conduct transmission 

education. The dance is entertaining and joyful to watch as it is a sorichum performed in a circle, with 

frequent variations in moves. For these reasons, it is frequently performed in many schools around Korea, 

and many original dance performances based on the dance are also being brought to the stage.

17)Jeong Byeong-ho, Hangukui jeontongchum[Traditional dance of Korea], Jibmundang, 1999 pp.193-205.

The most famous civic activity for ganggangsullae is the National Ganggangsulae Competition. This 

competition is held annually, with Jindo-gun and Haenam-gun hosting alternately. It began in November 

2010, in commemoration of the inscription of ganggangsullae to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ny organization can enter if they have at least 20 members 

participating, and there are two categories- students and general. As of 2017, a total of 45 teams and 1,349 

participants took part in the general competition, while 37 teams and 1,225 participants took part in the 

student competition. Teams that perform well in this competition are invited to the Myeongnyang Battle 

Festival held in Jindo the following year. This festival is an event commemorating Admiral Yi Sun-shin’s 

victory over a fleet of 133 Japanese vessels with only 12 ships. Various groups put on ganggangsullae 

performances to enthusiastic response from visitors.18)

Meanwhile, ganggangsullae is also transmitted through civic activities in Gochang-eup, Jeollabuk-

do province. The tradition is now promoted through the Ganggangsullae Competition at the Moyang 

Fortress Festival. This festival gets its name from the Joseon era Moyang Fortress of Gochang. The 

competition has been held since 2016, with each of the 13 myeons in Gochang-eup forming teams to 

participate. This makes it a true local festival. The Ganggangsullae Creative Dance competition held by 

the Jeonnam Information and Culture Industry Promotion Agency is another notable civic activity. This 

is part of a new drive to promote this folk dance as a national dance since 2011, and any organization can 

participate with a creative dance based on the ganggangsullae. It is recognized as a dance performance 

that promotes both the transmission of tradition and modern creativity. 

The term ‘North Korean folk songs’ is used as a contrasting concept to the term ‘South Korean folk 

songs’. After liberation from Japanese rule in August 1945, the Korean nation went through a severe 

ideological conflict, which led to the establishment of two separate states in the North and South. The 

nation has remained divided since, for over 70 years as of 2019. In the meantime, the cultures of the two 

Koreas lost homogeneity, going through severe cultural modification and mutation, making unification an 

even greater challenge. 

18)   Refer to Kim Jae-ho, Jindogun munhwa yesulgwa jaryo jeongri [Data compilation from Jindo-gun Culture and Arts Departmen], 2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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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folk songs are a very important part of its cultural heritage, being a part of its basic culture. 

Many folk songs such as the Seonsori taryeong (No. 19), Seodo sori (No. 29), Namdodeul norae (No. 51), 

Gyeonggi minyo (No. 57), Nongyo (No. 84) and Jeju minyo (No. 95) have been designated as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While the South Korean folk songs are being actively preserved, folk song 

traditions have been disappearing in North Korea. This has led to some musicians carrying out restoration 

and reproduction activities for North Korean folk songs. They are Yoo Ji-suk (1963~), transmission 

teaching assistant of Seodosori, and members of the Hyangdugye Nori Preservation Society (est. 2009, 

abbreviated to Hyangdugye). Hyangdugye takes its name from the agricultural labor organization of 

‘gye’ formed by youth in Pyeongannam-do province, North Korea. Their activities constitute a cultural 

movement to continue the tradition of North Korean folk songs in South Korea, while raising public 

awareness of the broader spectrum of folk songs.

This movement began when Yoo Ji-suk became a transmission teaching assistant of Seodosori in 

August 1995. She sang not only songs designated as cultural property, but also representative folk songs 

from all regions of North Korea that she was able to collect. In 2015, a compilation of her songs was 

released by Radio France, bringing her music to the rest of the world. Yoo also scores new songs each 

year, teaches them to the members of Hyangdugye who sing them together. Through such efforts, they 

have been able gradually restore North Korean folk songs that were no longer being transmitted and 

bring them back to the public. The movement not only created conditions enabling the promotion of 

North Korean folk songs, but also proved its value and sustainability. The members of Hyangdugye have 

performed many concerts under the symbolic title of “Songs Left Behind in the Northern Land”.19)

National Youth Folk Arts Festival

The annual national competition of folk arts for adult groups is called the Korea Folk Arts Festival, 

while the competition for youth is called the National Youth Folk Arts Festival, where majority of the 

participants are high school students. The former has been held since August 1958 before the enactment 

of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1962), and the latter has been held since October 1994, when 

19) Refer to performances led by Yoo Ji-suk and directed by Kim Seon-guk, 2016,5,19/ 2016,12,22/ 2017,9/ 2018,11,9 etc.

youth issues started gaining attention in social policy. The repertoire of these two major festivals consist 

of folk arts selected autonomously by participating organizations, but majority of the performances are 

of traditional performing arts. Adult participants in the Korea Folk Arts Festival mostly perform elements 

already designated as national and regional cultural properties, and they will not be discussed in further 

detail here. On the other hand, National Youth Folk Arts Festival shows the actual intangible heritage that 

youth from the various regions have been practicing, as well as their skill level and cultural value. This is 

relevant to the topic of intangible heritage succession by youth.

The National Youth Folk Arts Festival has been held 25 times so far up to 2018. Each year, groups 

who place first in 7-16 regional competitions (cities and rural towns) take part, and 366 groups have 

taken part over the years. In my own classification, 190 of these teams performed nong’ak, 74 performed 

folk nori, 39 performed masked theatre, 36 folk dance, and 27 folk songs. 366 teams over 25 years is not 

a large number; but considering that only the winners of the regional competitions made it to the national 

competition, it can be surmised that quite many high school groups are active in folk arts. I attended the 

Gyeonggi-do Youth Folk Arts Festival 2012, at which Gwangju Gwangji Wonnong’ak (Gwangju Jungang 

High School) was selected out of 27 teams to represent Gyeonggi-do province. This performance won 

the Presidential Award that year.20)

20)   Refer to Federation of Korean Cultural Centers Gyeonggi-do Branch, Gyeonggido cheongsonyeon minsok yesulje [Gyeonggido Youth Folk Arts Festival] 
pamphlet, Hwaseong Sports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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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for performance type, nong’ak remains the preferred genre, while folk nori based on nong’ak is a 

distant second. The other genres remain in the minority. This may be because high schoolers do not often 

get the chance to learn masked theatre, folk dance and folk songs, and these genres require a higher level 

of expertise. Nevertheless, the continued vitality of the National Youth Folk Arts Festival reflects the 

close ties that still exist between communities and intangible heritage.21)

Significance of Civic Activities

In the above discussion, I have provided a brief overview of traditional performances taking place 

as part of civic life in Korea. Performances and training courses conducted by designated bearers of 

intangible heritage were not included. Civic activities and professional activities complement each other 

in mutual progress. Transmission training for civic groups is always performed by an expert in the field, 

while participants in civic activities sometimes become artists or professional researchers themselve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preservation of heritage is sustainable and future oriented transmission 

education.

In the process of studying cases from various regions, I found out that civilian activities i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are driven by various motivations. However, the most fundamental spirit appears to be 

that of autonomy in action, desire to lead a happy life, and individualistic creativity. Not many get into 

the field of intangible heritage activities for a compulsion to become an expert, pressure from others, 

or external influences, and those who do usually do not last long. Therefore, abovementioned spirit of 

autonomy, happiness and creativity plays a huge role.

A global village culture is forming in the world today, and this cultural trend is felt by Koreans as 

well. To live in a global village means to experience the globalization of civilization and culture. It means 

a shift from multiplicity to singularity of civilization, from local particularity to global universality, 

from unique cultural expressions to uniform expressions, discrimination to equality. In light of this 

phenomenon, our cultural efforts have to become more macroscopic, collaborative, and considerate 

21)   Refer to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nguk minsok yesul 50nyeonsa (1958~2009)[50 years of Korean folk arts (1958~2009)], 2009. Refer to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Hanguk minsok yesul chukje baekseo (2010~2018) [White paper on Korean folk arts festivals(2010~2018)], annual 
publication.

of convergence and universal values. We should move away from the fixed idea that local, traditional 

and national cultures should be maintained in their original form, towards the idea of glocalism, which 

respects human freedom, rights and value of beauty.22)

Cultural heritage activities are typically seen as the continuation of local, traditional and national 

culture, and for this reason, the abovementioned civic activities may seem opposed to the global village 

culture of the 21st century. However, we need to consider the following. Civic activities in the field 

of cultural heritage is not a recreation of the life of commoners in the Joseon era. Secondly, modern 

society is very different from traditional society. These activities are taking place within the relationship 

of co-existence and competition between cultures around the world.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we need to move away from the fixed idea that culture should be maintained in its original form. In 

the world of today, chauvinistic and right-wing nationalism (regionalism, traditionalism) are creating 

their own isolation, and heavily criticized as outdated attitudes going against convergence and 

universalism. Therefore, the civic heritage activities I refer to are based not on fixed ideology, but on the 

abovementioned fundamental spirit, creating a practical and future oriented culture of openness.

Humanity cannot give up its responsibility to safeguard its cultural heritage. Giving up based on 

some prediction or indications is to give up the individual pursuit of value in life, to give up life itself, 

and to abandon the goal to build a better future. If we bring the wisdom of the world together, we can 

envision and create a better culture than the global village culture that we have today. To despair, give up 

and forget our responsibility to create a better culture for humanity is an immoral attitude that cannot be 

accepted.

Civic activities for the efficient pre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should be further expanded. I would 

like to conclude this discussion by highlighting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for civic activities. 

This conclusion is closely connected to respecting and sincerely implementing the spirit of 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adopted in November 2001, and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dopted in October 2003.23)

22)   Refer to Park Yi-mun, Jiguchon sidaeui munhwa bijyeon, segyehwa sidaeui munhwawa gwangwang [Cultural vision for the global village, culture and tourism 
in the era of globalization], Gyeongdeok chulpansa, 2007.

23)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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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there should be more active cultural policies and campaigns to connect civic life and 

autonomous cultural heritage activities. Cultural mediators (in administrative, management, education, 

planning roles) should become more specialized in their roles.

Second, civilian heritage activities should be closely connected to creativity education and creative 

activities rooted in the universal values of humanity.

Third, civilian heritage activities should be well harmonized with the ever-growing spectrum of 

multicultural activities.

Fourth, demonstrative learning (expression through their own bodies) activities based on intangible 

heritage should be conducted for youth who have fallen into the habitual routine of input learning (rote 

memorization) and output learning (borrowing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due to the widespread use 

of IT devices.

Lastly, the transmission education activities of th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should be 

expanded with a curriculum that takes civilian cultural heritage activities into consideration, with more 

specialization for the various stages and macroscopic perspective.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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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에흐 부아 (프랑스 세계문화의집 학술위원) 

세계문화의 집

‘세계문화의 집(Maison des Cultures du Monde, World Cultures Institute)’은 1982년 쉐리프 카즈나다르

(Chérif  Khaznadar)와 프랑소와즈 그륀(Françoise Gründ)이 프랑스 문화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하였다.

아래와 같은 세계공연예술의 가치를 홍보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인류의 창의성의 증거

- 역사적 지속성의 상징

- 문화다양성의 요소

- 영감과 창조적 혁신의 원천

목표달성방법은 전 세계의, 특히 프랑스 대중들이 알지 못하는 음악, 연극, 무용 그리고 의식관련 표현의 

무대공을 통해서 한다. 

UN 창설 이후, 국제적 연대는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과 “문화 간 소통”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등장했고, 프랑스에서 다음과 같은 계획들이 수행되었다.

-유네스코 지원의 국가 차원의 극장

-인도의 해, 중국의 해, 한국의 해, 베트남의 해와 같은 해외문화의 해

-개방성, 인식제고, 미적 즐거움 그리고 문화적 풍요 등 세계 전통예술을 증진하기 위한 전통예술축제 

1981년 새로 당선된 프랑소와 미테랑 대통령은 지정학적 균형의 요소로서 다각적 문화관계의 형성이 필

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파리에 ‘세계문화의 집’창설을 발표했다. 

세션 1-1

설립 이래로 ‘세계문화의 집’의 예술 프로그램은 살아있는 공연예술이라면 장르, 전통과 현대 시대를 불

문하고 모든 종류의 예술에 열려 있었다. 또 다른 핵심은 진정성의 문제다. 예술가나 연행자들은 그들 문화유

산의 진정한 보유자여야 한다.

공연자의 선정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공연자들은 특히 학문적 전통에서 전문가일지도 모르

지만 반면 구전 전통에 있어서는 대체로 반 정도만 전문가이거나 비전문가이며 특정 재능과 지식을 보유한 

여성들이다. 

현지조사에는 지역 전문가, 인류학자, 민족음학학자, 언어학자를 비롯하여 예술가, 문화 운영자, 언론인 

그리고 지역기관 후원자의 조언과 추천이 반드시 필요하다.

관객은 다음 6가지에 해당된다.

1.   끊임없는 호기심을 가진 소규모 핵심 관객. 그들은 모든 공연에 참가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시인, 한

국의 판소리 창자, 벵갈의 비밀 형제결사단, 브라질 북동부의 관악기 밴드 등이다.

2. 자신들이 살았거나 방문했던 곳의 소리와 분위기를 기억하고 싶어 하는 관객

3.   다양한 표현 간의 관계성을 발견하려는 전문가, 혹은 서양고전음악과 중국 음악 또는 재즈, 인도의 즉

흥음악, 아프리카 타악기 연주, 현대 음악이나 일본과 한국 음악의 아마추어 음악가들일 수도 있다. 

4. 프랑스어로 “부르주아-보헤미안”이라고 하는 소비지상주의자 혹은 고상한 체 하는 사람들

5. 사회과학과 예술 분야의 학자와 학생, 연주자, 작곡가, 극작가, 무용가, 안무가 등이다.

6.   마지막으로 공연 참가자들의 시골친구들과 여성들. 이 그룹의 사람들은 공연자와 관객 간에 신뢰의 분

위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실질적 탈맥락화와 가상의 재맥락화

전통공연예술의 대부분은 들판이나 거리 혹은 마당에서 행하던 마을 음악과 무용, 의식, 연극 공연들이

다. 이들은 무대공연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만약 있다 해도 그것은 특별한 관객, 예를 들면 궁정, 사

원, 비밀결사 등에 한정된 것이다. 

기원한 장소를 벗어나 극장과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은 실질적인 탈맥락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관

객의 지성, 감성 그리고 느낌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연행자의 기예에 의지하여 새로운 가상의 맥락이 만들어

져야 하며 그를 통해 공연의 의미를 유지해야 한다. 현장에서 무대로의 이동의 목적은 원 공연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 내거나 극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요소가 없는 공연 작품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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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시간, 공간 그리고 배우라는 세 가지 제약요소와 진정성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고 군더더기 없

는 무대상연을 하려면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 

시간:   전통적인 사회와 현대적인 사회는 시간과 동일한 관계를 갖지 않는다. 이 때문에 농촌 지역 출신의 

예술가들과 함께 하려면 엄청난 예비 작업을 해야 한다. 그들은 프로그램의 순서와 공연 시간을 숙

지해야 하고 동시에 고향에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지만 집중해야 한다. 

2000년에 우리는 중앙 카메룬 피그미 보호구역의 남성과 여성들 15명을 초청했다. 음악은 피그미 문화

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공연자들은 보호구역 내의 주요 음악가들 중에서 신중하게 선정했으며 그들 중 

누구도 이전에는 마을 밖으로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다. 

피그미 음악은 반복적이고 대위법적이다. 이는 노래가 기승전결이 없으며 가사도 매우 짧다는 것을 의미

한다. 4개 파트의 다음 합성(polyphony)을 만들어내는 음율 형식의 반복과 변형에 기초한다. 형식은 노래의 

뼈대가 되고 변형은 살이 되는 것이다. 노래는 계속할 사람이 없으면 끝난다. 따라서 공연 시간은 미리 정할 

수 없다.

그래서 문제는 그들의 즉흥성과 충동을 억제하면서 그들의 목소리와 악기 연주, 춤 그리고 가면극의 거대

한 장관을 90분 안에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각 노래의 공연 시간을 정하기 위해 공연자들과 하루 내내 세션을 열어 의식

용 노래, 세속용 노래, 옛날과 현대의 노래, 가면춤 그리고 악기 연주곡을 선정했다. 다음날에는 자연스럽고 

즉흥적인 분위기 속에서 가능한 신속하게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선정된 공연 레퍼토리의 리허설을 진행했다. 

세 번의 공연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관객들은 이 단체가 겨우 3일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성

공을 위해 기울인 고된 작업은 결코 알지 못했다.

공간:   특별 무대는 공연에 맞추어 특별히 만들어질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공연은 주어진 공간에 

맞추어 이루어진다. 이는 배우들이 공간에 적응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카파크 네그로(Qhapaq Negro)는 페루의 오지 산간에 있는 파우카르탐보(Paucartambo)에서 열리는 성모 

마리아 축일에 참가하는 중요한 형제단 중 하나이다. 아프리카 노예의 복장과 가면을 쓰고 교회 미사에서 노

래를 부르며 음악을 연주한다. 수천 명의 방문객이 동참하는 행렬에서 그들은 스페인어와 케추아(Qhechia)어

로 찬송가를 부르며 행진한다. 그리고 마을 광장에 도달하면 작은 춤 공연을 한다. 

우리에게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다. 즉 실내외에서 3일에 걸쳐 벌어지는 행렬과 정지를 반복하는 행위를 

어떻게 이탈리아식 극장의 한정된 공간에 90분짜리 공연으로 옮겨올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축제에 대한 경험이 없는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인지였다.

공연단의 리더인 귀아도르(guiador)와 함께 우리는 음향과 시각성을 높이고, 형제단의 역할, 의상과 춤이 

갖는 상징성을 이해시키고, 노래 가사를 프랑스어로 번역하여 부족한 축제분위기를 상쇄하기로 했다. 

형제단은 복도, 계단, 무대 뒤편을 포함한 전체 공연장을 활용하여 행렬 구간을 새롭게 구성하기로 했다. 

공연이 시작될 때 관객석에서 갑자기 등장하여 관객들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었다. 

파우카르탐보의 거리에서는 주변 건물, 다른 형제단의 음악, 군중들, 거리의 행상들의 외침 그리고 폭죽 

때문에 주의가 산만해지지만 극장의 관객들은 공연에 훨씬 더 집중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청 분위기는 공연

자들에게 힘이 되었다. 공연을 경직되게 만들기는커녕 그들의 열정과 종교적 열망을 더욱 높여주었다. 

배우:   우리는 공연자들이 다른 시간과 공간에 적응해야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많은 경우에 공연자

들은 새로운 환경에 자신들의 사고체계를 맞추어야 하는데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헛수고

가 되기도 한다.

일부 의식과 관련된 관습은 항상 대중의 관심을 끈다. 샤만의 의식, 수피의 모임, 강신의식 등이 그 예다. 

이러한 의식은 정신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비록 대중들은 그 의식을 거의 이해

하지 못하지만 모든 감각은 음악, 춤, 의상, 배경, 봉헌물 그리고 향 냄새에 의해 일깨워진다. 

그러나 이러한 강신의식을 상연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공연의 극적 측면을 넘어 대중들은 어떤 무아

지경 상태를 기대하지만 그 누구도 강신이 될지 어떨지 장담할 수 없다. 

바히아(Bahia)의 칸돔블레(candomblé)는 브라질의 수많은 강신의식 중 하나이다. 세계문화의 집은 바히아

의 살바도르 시의 가장 오래된 칸돔블레 공동체 중 한 곳을 초청하여 이들의 사당과 아주 비슷하게 꾸미고 공

연을 했다. 

공연 일정은 금, 토, 일요일로 잡혔다. 하지만 금요일은 칸돔블레 신에게 치명적인 날로 여겨지기 때문에 

공연단 대표는 금요일에는 위계가 낮은 의식인 칸돔블레 데 카보클로스(candombléde caboclos)로 대체할 것

을 제안했다. 이 의식은 토착신에게 바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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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성공적이었다. 공연자들에게 관객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술마시며 시가를 피우고 농담을 던지는 

카보클로스의 광대의 신이 내렸다. 

가장 위대한 신에 봉헌하는 칸돔블레 데 앙골라(candombléde angola)의 첫 공연은 토요일 저녁에 하기로 

했다. 이 의식은 시작하자마자 공연자들 사이에서 불편함이 드러났다. 의식이 진행되면서 약간의 강신이 시

작되었지만 곧 사라졌다. 북, 노래, 춤, 의식행위 등 모든 필요한 구성요소들은 다 갖추어져 있었지만 공연자

들은 내켜하지 않았고 불만족스러운 것처럼 보였다.

공연 후 그룹 내에서 토론을 한 결과 세 가지를 실패의 원인으로 들었다. 하나는 칸돔블레는 동물희생이 

따라야 하는데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공공장소에서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둘째, 그들은 바히아에

서 자신들이 쓰던 의식용 북을 두고 새 악기를 들고 왔는데 이 새 악기의 축성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빠진 요소는 고대 단체의 지도자들의 유물이었다. 이 유물은 바히아에 있는 그들의 사당 무용실 

바닥 아래에 묻혀 있다. 

또 다른 낭패를 방지하기 위해 그들은 일요일에 다시 칸돔블레 데 카보클로스를 공연하기로 결정했고 공

연은 완벽하게 끝났다.

세계문화의 집과 무형문화유산

지난 38년간의 활동을 통해 ‘세계문화의 집’은 전통예술이야말로 지역과 국가 공동체가 자신들의 예술적 

정체성을 표현하고 문화적 다양성에 참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공연 외에 ‘세계문화의 집’의 활동에는 전통음악 CD 제작,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다룬 서

적의 출판, 기록자료 및 아카이브 센터 운영 등이 포함되며, 학자, 연행자 그리고 예술가들이 문화 간 소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심포지엄과 워크숍을 개최하고 강의도 제공한다.

알고 있다시피 유네스코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제정하기 이전부터 무형문화유산은 ‘세계문화의 집’

의 정체성의 핵심이었다.

‘세계문화의 집’은 협약 초안이 제정될 때부터 함께 해왔으며, 협약의 이행, 실무진활동, 자문위원, 정부

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고 국제지원도 하고 있다. 2011년 ‘세계문화의 집’은 프랑스 무형문화유산 센터가 

되었다.

전통적인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은 점차 근대적 생활로 대체되고 있으며 많은 문화유산은 사라지거나 주

류 문화에 흡수될 운명에 처해 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구전전통이 맞게 될 최후의 운명은 아니다. 일부는 생존과 회복을 위해 싸우고 있다. 

우리는 무형문화유산이 현재와 미래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문화 다양성과 생물 다양성은 인류에게 똑같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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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ness Resulting from Diversity : Staging World Performing 
Arts at the Maison Cultures du Monde, Paris

Mr. Pierre Bois (Scientific Advisor, Maison des Cultures du Monde)

The Masion des Cultures du Monde (World Cultures Institute) 

The Maison des Cultures du Monde (“World Cultures Institute”), has been founded in 1982 in Paris 

by Chérif Khaznadar and Françoise Gründ with the support of the French ministry of Culture.

Its goals, the promotion and the enhancement of world performing arts 

- as witnesses of human inventiveness, 

- as landmarks of a historical continuity 

- as factors of cultural diversity 

- as sources of inspiration and creative renewal. 

Its method: the on-stage presentation of musical, dramatic, choreographic and ritual expression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mostly unknown to the French public. 

Since the creation of the United Nations, a new vision emerged that international solidarity should be 

based on the knowledge of other cultures and on a “dialogue of cultures”. 

In France several initiatives were conducted such as : 

- the Theatre of Nations with the support of UNESCO

-   foreign cultural seasons such as the Year of India, the Year of China, the Year of Korea, the Year of 
Vietnam etc. 

-   a Traditional Arts Festival which promoted world traditional arts in a spirit of open-mindedness, 
awareness raising, aesthetic pleasure and cultural enrichment.

Session 1-1

In 1981, the new French President, François Mitterrand, was convinced of the need for multilateral 

cultural relations as a factor of geopolitical balance. He announced the creation of a World Cultures 

Institute in Paris: the Maison des Cultures du Monde. 

Since the beginning, the artistic programming of the Maison des Cultures du Monde is open to all 

kind of genres, traditional or modern, as long as they are living performing art.

Another key point is the quest for authenticity:the artists or practitioners must be true holders of their 

cultural heritage.

The selection of the performers is carried out during fieldwork missions. They may be professionals, 

especially in scholarly traditions, while in oral traditions, they are mostly semi-professionals or laymen 

and women holding a specific talent and knowledge. 

Each fieldwork requires the advices and recommendations of the local specialists, anthropologists, 

ethnomusicologists, linguists, but also artists, culture operators, journalists, and the support of the local 

institutions. 

The audience fall into 6 categories :

1.   A small core of spectators driven by a relentless curiosity. They attend every show: bards of 
Turkmenistan as well as a Korean pansori singer, a Bengali mystic brotherhood as well as a flute 
band from North-East of Brazil. 

2. Spectators who wish to recall the sounds, the mood of a place they visited or where they lived.

3.   Specialized listeners who find connections between different expressions and can be at the same 
time amateurs of Western classical music and Chinese music, or jazz and Indian improvised music 
or African drumming, or contemporary music and Japanese or Korean music. 

4.   What we call in France “bourgeois-bohemian” who are together consumerist, ‘alternative’ and 
snobish.

5.   Academics and studients in social sciences and arts, musicians, composers, playwrights, dancers, 
choreographers etc.

6.   And finally, fellow countrymen and women of the artists on stage. This category is quite important 
because they help creating a climate of confidence between the performers and the aud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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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decontextualization vs imaginary recontextualization

Most of the traditional performing arts are village music and dances, rituals, dramatic performances 

held in a meadow, in a street or in a courtyard. They are not designed for the stage, or if it is the case they 

are restricted to special audiences:a royal court, a temple, a secret society.

Staging such performances in a theater, out of their place of origin, causes a physical 

decontextualization. Therefore, in order to mobilize the intelligence, the sensitivity and the feelings of the 

audience, a new imaginary context must be created, by drawing on the practicioners’ skills, so as to keep 

some meaning to the performance.

The purpose of this transfer from the field to the stage is not to build an illusion of the original 

performance, neither a dramatized reconstitution. It tries to be an unobtrusive stage production, a 

discreet and light staging which requires a lot of work because it has to deal with authenticity and three 

constraints : time, space and actors. 

Time :   Traditional and modern societies don’t have the same relationship to time. This entails a huge 

preliminary work with artists coming from rural areas. They must get used to the order of the 

program, to its duration and, at the same time, remain natural and intense as if they were at 

home.

In 2000, we invited fifteen men and women of a Pygmy encampment from Central Cameroon. Music 

is the highest valued activity in Pygmy culture. The performers were carefully selected by the chief 

musician of the encampment and none of them had never traveled out of their village before. 

Pygmy music is cyclical and polyphonic. It means that the songs have no beginning, no development, 

no conclusion and very short lyrics. They are based on the repetition and the variations of melodic 

patterns which create a 4-parts polyphony. The patterns are the skeleton of the song and the variations are 

its real flesh. The song stops when there is nobody to carry on. Therefore, its duration is never fixed in 

advance.

So, the group’s challenge was to perform in 90 minutes the largest panorama of their vocal and 

instrumental music, dances and masked performances while keeping their spontaneity and drive. 

Upon their arrival in Paris, a full day session was organized with the performers to choose a selection 

of ritual, secular, old and new songs, masked dances and instrumental music and to set the duration of 

each song. In the following days, each piece was rehearsed so that the variations begin as quicky as 

possible, but still in a natural and improvised spirit. The three performances were a big success. And the 

audience never realized the hard work deployed by the group to achieve, in three days only, such a mental 

shift in their relationship to time. 

Space :   A special stage can be designed to fit the performance. But, most of the time, the performance 

must adapt to a given space. It means that the actors must appropriate this space.

Qhapaq Negro are one of the main brotherhoods who take part in the Virgin Mary feastday in 

Paucartambo, a remote mountain village in Peru. Dressed and masked as African slaves, they perform 

songs and music at mass in the church. In processions attended by thousands of visitors they march and 

sing several hymns in Spanish and Quechua languages, and they stop on the village squares to perform a 

small ballet.

The question for us was: how can we transfer to an Italian-style theater, with a stage-frame, a 

90-minute performance of processional and static actions which take place along 3 days in various places 

inside and outside? And, how can we raise the interest of the public without the festive experience?

With the guiador, the leader of the performers, we chose to compensate the loss of the festive 

atmosphere by better listening and visibility conditions and by giving keys of understanding the role of 

this brotherhood, the symbolism of the costumes and the dance, and a French translation of the songs. 

The brotherhood decided to occupy the whole venue, including the corridors, the stairs, backstage, 

and thus created a new processional itinerary. Their sudden appearance in the midst of the public, at the 

beginning of the show, created a strong emotional impact in the audience.

In the theater, the audience was much more perceptive than in the streets of Paucartambo where the 

public is distracted by the architectural environment, the music of the other brotherhoods, the crowd, the 

cries of the street vendors and the firecrackers. And this quality of listening did galvanise the performers. 

Far from freezing the performance, it improved their enthusiasm and their religious ferv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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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ors :   We have seen that the performers must adapt to different time and spaces. In many cases, 

they also must adapt their system of thought to a new environment, sometimes successfully, 

sometimes in vain. 

Some ritual practices always fascinates the public: shamanistic ceremonies, sufi gatherings, rituals of 

possession. This rituals introduce mental categories which excite the imagination of the public. Although 

he can hardly understand them, all his senses are stimulated by the music, the dance, the costumes, the 

setting, the offerings and the smell of the incense. 

However, staging a ritual of possession is risky. Beyond the dramatic aspect of the performance, the 

public expects to see some trances but no one can guarantee that spiritual entities will come and “ride” 

the initiates.

The candomblé of Bahia is one the many rituals of possession in Brazil. The Maison des Cultures du 

Monde invited one of the most ancient candomblé communities in the city of Salvador de Bahia for a 

series of performances in a place which was fairly similar to their shrine.

The performances were scheduled on Friday, Saturday and Sunday. But since Friday is considered as 

a baneful day for the deities of candomblé, the group leader proposed on Friday a less majestic ritual, the 

candomblé de caboclos which is dedicated to the indigenous spirits.

It was a success. The participants were possessed by the joker spirits of the caboclos who played with 

the audience, singing, dancing, drinking alcohol, smoking cigars and making jokes. 

The first performance of the candomblé de angola, dedicated to the greatest deities, was scheduled 

on Saturday evening. The ritual began and quickly a discomfort became obvious among the performers. 

The ceremony carried on, some possessions started but were quickly aborted. Yet, all the necessary 

components seemed to be there: drums, songs, dance, ritual actions, but the participants looked reluctant 

and frustrated. 

After the performance, a discussion with the group revealed three reasons for this failure: a candomblé 

must be preceded by animal sacrifices which were forbidden in a French public place; the group had 

decided to leave the ritual drums in Bahia and brought new instruments which were not properly 

consecrated; the last elements missing were the relics of ancient group leaders which are buried under the 

dance floor of their shrine in Bahia. 

To prevent another fiasco, they decided on Sunday to perform the candomblé de caboclos and the 

performance ran perfectly. 

Maison des Cultures du Monde and ICH

All along these 38 years, the Maison des Cultures du Monde built a conviction: traditional arts are the 

best way for a local, regional or national community, to express its artistic identity and take part in the 

cultural diversity. 

Besides the performances, the activities of the Maison des Cultures du Monde include also a CD 

label of traditional music, a book series on various issues related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 

documentation and archive center, and symposiums, workshops, lectures where academics, practicioners 

and artists can take part in the dialogue of cultures.

As you can see, ICH was central to the identity of the Maison des Cultures du Monde many years 

before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as adopted by Unesco. 

The Maison des Cultures du Monde accompanies this Convention since its drafting. It participates 

in its implementation, several work groups, consultative bodies, intergovernmental committees, and 

provides international assistance. In 2011, it became the French Center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aditional ways of life and thinking are gradually eradicated by modern life and a lot of cultural 

heritages are doomed to disappear or melt in mainstream cultures. 

But this is not an ultimate fate for all oral traditions. Some of them fight for their survival and their 

renewal. More than ever, we must help them to root in the present and the future. 

Cultural diversity and biodiversity are similar stakes for hum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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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유산으로서의 성지 - 공동체의 삶을 풍요롭게 하다

촐포나이 U. 그리쉬추크 (키르기스스탄 아이기네문화연구센터) 

용의 꼬리를 닮은 언덕은 수 마일에 걸쳐 뻗어 있는 사질의 부드러운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다. 드문드문 

있지만 싱싱하고 무성한 식생, 저 먼 지구의 심장부에서 솟아나는 차가운 물이 고인 샘물, 물가에서 부드럽게 

부서지는 짭짜름한 호수의 파도, 하늘에서 솟아나는 것 같은 거대한 하얀 구름, 그리고 “용꼬리”를 밟으며 신

성한 만질리-아타(Manjyly-Ata)를 따라 줄지어 순례하는 순례자들도 이 성지를 구성하고 있는 모습들이다.

이는 신비롭고 신성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 지역, 물 그리고 인간이 만든 건물 등 성지에서는 누

구나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장면이다. 이 권능은 정화와 치유의 능력에 한정되지 않고 가장 원하는 바를 들어

주고 다산과 풍요를 이루어주는 힘도 포함된다. 순례는 의식적이고, 종교적·정신적인 행위이며 의심할 여지

없이 개인이나 가족이 처한 어떤 상황을 바꿔보고자 하는 강한 내적 의도와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다

양한 의식을 수반한다. 이 의식들의 근원은 키르기스 유목민들이 애니미즘과 토착신앙체계를 형성했던 전

(前)이슬람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세션 1-2

뒤돌아보면 키르기스민족은 텐샨 산맥의 산지 목장을 떠돌아다니던 자유분방한 유목민들이었다. 그러한 

생활방식을 통해 그들은 자연 속에서 피난처와 집을 찾는 법을 배웠다. 더 큰 권능을 찾아 더 높은 차원의 영

역과 정신을 연결할 수 있는 장소가 유목민들에게 신성한 지역이 되었다. 유목민들은 그들의 이동경로에 그

런 영험한 장소를 찾아 표시를 하곤 했다. 따라서 순례는 일반적이고 널리 보급된 관습이었다. 자연의 성지를 

숭배하는 이면의 근본적인 생각은 성지순례가 어머니 자연의 힘과 우주의 신성한 모든 힘 그리고 인간과의 

복잡하고 심오한 상호 연관성에 경의를 표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성소를 만들고 그것을 숭

배하는 것 역시 조상과 조상들의 영혼에 경의를 보내는 것이었다.

키르기스스탄의 거의 대부분의 성지는 자연발생적이다. 여기에는 성스러운 산, 호수, 동굴, 우물, 돌, 모래 

그리고 숲 등이 포함된다. 태곳적부터 키르기스인들은 산악지대에 살면서 날씨가 궂으면 동굴로 피하고, 태

양의 따스함과 달빛을 받으며 살아왔다. 그리고 자신들을 결코 자연의 외부자로 보지 않았다. 키르기스 전역

에 흩어져 있는 자연의 성지는 이들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중과 관심을 토대로 자연 세계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 전통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특별한 자연 지역을 숭배하는 이

러한 고대의 전통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자연의 가치를 이해하려는 것이다.

자연의 성지 혹은 그와 관련된 지역과 더불어 인간이 만든 마자르(mazars)도 있다. 여기에는 유명인이나 

역사적 인물의 거대한 장묘건축물, 고대 건물,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무덤이 포함된다. 또한 키르기

스의 성지 지도(Sacral Geography)에는 키르기스 성지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이슬람 민속과 

관련된 장소들도 표시되어 있다. 마자르를 방문하는 무슬림에게 전능한 알라에 대한 믿음과 성지 순례는 서

로 불가분의 관계이다. 순례 전통은 또한 오래전부터 키르기스스탄의 일반적인 관습이 된 전통 이슬람 문화

의 구성요소 중 하나이다. 현재 성지 순례는 많은 무슬림들의 종교적 정체성 속에 자연스럽게 반영되어 있

다. 이슬람적 요소는 모든 형태의 성지에서 수행되는 의식과 여타 행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키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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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인들은 성지를 가리킬 때 마자르, 카시에투 제르(kasietuu jer) 그리고 이비크 제르(yivik jer)라는 말을 사용한

다. 마자르는 아랍어에서 온 말로 처음에는 “사람들이 방문하는 장소-순례의 대상으로 주로 이슬람 성인의 

무덤”이라는 뜻이었다. 오늘날 키르기스스탄에서 마자르는 사람들이 신성하다고 여기는 자연물을 포함하는 

모든 장소를 가리킨다.

전문적인 순례자들은 마자르를 방문하는 것을 옛날 조상들의 삶 속에 통합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고대

의 에르 토쉬투크(Er Toshtuk)와 코조자쉬(Kojojash)는 물론 고전적인 영웅 서사 마나스(Manas)와 같은 키르

키스의 모든 서사이야기는 성지와 각각의 의식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성지는 매우 다양

한데 대부분은 수백 년 전에 등장했다. 그리고 지금도 이들 성지는 계속 생겨나고 있다. 2015년 현재 키르기

스스탄에는 1,178개의 성지가 있다. 독특한 유산과 특성을 지니고 있는 이들 성지는 전국에 산재하며 그 자

체로 키르기스스탄의 성지 지도라고 알려져 있다. 사람들은 순례자로서 그 지역을 방문한다. 성지 지도는 키

르기스스탄 7개주에 있는 아이긴(Aigine) CRC가 수행한 수년간의 연구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다. 

역사적으로 순례 관습은 힘든 시간을 거쳐 왔다. 키르기스스탄은 1917년부터 1991년까지 소비에트연

방에 속해 있었으며 성지를 포함한 어떠한 정신적/종교적 관습도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이긴 

CRC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소비에트 시기에도 순례자들, 특히 여성들은 숨어서 순례를 하고 의식을 거행하

면서 이 전통을 이어왔다. 국가의 박해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순례전통은 살아남았고 이는 다른 많은 전통 관

습과 이슬람 민속관습의 보존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전통적인 정신성과 종교의 개념을 담고 있는 키르기스 

언어의 특정 단어들을 보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소비에트의 해체 이후 소비에트에서 독립한 국가들 

전역에서 각국의 관습과 전통이 복원되기 시작했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종교적 감정과 정신적 깨달음이 

마자르의 숭배 전통을 통해 부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마자르는 일깨워진 믿음과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희

망의 장소가 되었다. 무신론적 전체주의에서 독립국가로의 전환기에 키르기스스탄의 성지 순례 전통은 영적 

행위의 가장 보편적인 형식 중 하나가 되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성지순례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의 한 모델이다. 키르기스인들은 다른 

많은 토착민들과 마찬가지로 공동체와 개인 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 간의 상호존중의 법칙을 만들었다. 

자연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연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생계를 위해 얼마만큼

의 양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심지어 고대에 조차도 사람들은 동물과 식물을 별 생각 없이 잔인하

게 살상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소비자적 태도를 보이곤 했다. 옛날 한 현자는 “자라트칸 자잘라이트(Jaratkan 

jazalait, 창조자가 벌할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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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의 개념은 순례 전통에서 매우 중요하다. 순례자는 성지를 방문할 때 몸을 깨끗이 해야 하며 순수한 

의도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순례자는 또한 방문 장소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며 잘 보존해야 한다. 키르기스

인들은 인간과 공동체가 성지를 존중하고 조심해서 다룬다면 행복이 보장될 것이라고 믿었다. 키르기스인들

의 생활방식이 급격하게 변화하여 이제는 자연과 동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힘과 은혜에 대한 믿

음은 사라지지 않았다. 성지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능 중 하나는 바로 우리를 둘러싼 자연과 세계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환경적 금욕주의 세계관을 뒷

받침한다. 

성지 순례와 성지 수호자에 헌신적인 공동체는 순례 전통을 살아있는 유산으로 만드는 주요한 힘이다. 전

국 각지에서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기도와 예배를 위해 성지를 순례했다. 지난 10년간 수행했던 수많은 인

터뷰와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는 나이, 성별, 민족, 영역에 상관없이 모든 순례자들의 순례 목표와 이유

가 동일하다는 것을 확언할 수 있다. 순례자들은 성지의 긍정적 에너지와 고요를 느끼며 정신적 순수와 마음

의 평화를 추구한다. 사람들은 내적 에너지의 균형을 맞추고 내면의 자아를 찾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두려

움에 맞서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게 된다. 순례자들은 마음의 평화와 고요를 얻기 위해 깊은 명상과 사색

에 빠져든다. 그 속에서 쉴 곳 없는 마음의 내적 독백은 정지하고 내면의 소리/영혼과 연결되어 더 큰 권능 그

리고 창조자와 가까워진다. 그들은 샴 자구(sham jaguu)-촛불 켜기 의식을 거행한다. 이 초는 말린 치그라스

(cheegrass)로 면봉을 감싸서 기름에 담가 만드는 것이다. 영혼과 자연의 힘에 대한 존경의 상징으로서 성지에

서 이 초를 켜고 스스로를 정화한다.

순례자들은 또한 치유의 목적으로 성지순례를 하기도 한다. 그들은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정신적, 육

체적 질병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의 치유법을 찾으러 온다. 수많은 부부들, 특히 여성들이 틸렉 킬루

(tilek kyluu)의식을 통해 신령과 조상신에게 아이를 갖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러 온다. 이 의식은 성지에서 행

해지는 중요한 의식들 중 하나로 오랜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꿈이 실현되도록 비는 의식이다. 순례자들은 조

용히 혹은 큰 소리로, 홀로 혹은 가족이나 주인, 공동체와 함께 소원을 빌며, 간단한 말로 하거나 특별한 기도

를 하면서 소원을 빌기도 한다.

그리고 순례자들은 수백 년간 행해왔던 희생제의를 통해 부와 번영 그리고 가족, 공동체 그리고 나라의 

안녕을 빌러 온다. 티울루(tyuloo)는 희생 제의로서 그 목적은 다양하다. 예상치 못한 앙화 방지, 삶의 고난이

나 어려움 극복, 편안한 인생행로, 행복과 평안 보장, 감사 표현, 성지의 수호신에 대한 존경의 표시 등이다. 

희생동물은 의식을 행하는 사람의 부의 정도에 따라 선택한다.

성스러운 폭포와 산속의 샘터에서 순례자들은 굉음을 내는 폭포 옆에서 소리치면서 모든 부정적 에너지

를 털어내고 자신들의 문제와 걱정거리를 흐르는 물에 흘려보낸다. 물은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는 특성이 있

다고 믿는다. 모든 개인의 걱정과 축적된 나쁜 에너지를 쏟아 내놓으면 사람들은 홀가분해지고 긍정적 에너

지와 삶에 대한 동기로 채워진다.

성지는 정신적 치유의 효과도 있다. 사람들이 순수하고 긍정적인 에너지에 둘러싸이면 마음은 고요해지

고, 주문을 외우고 의식을 행하면 긍정적 에너지가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 흐르기 시작한다.

성지 순례를 통해 인간은 세속적이고 사소한 것들로부터 벗어나 우리에게 삶을 주었던 것과 다시 연결되

려 한다. 이러한 믿음은 그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위안을 가져다준다. 사람들은 세계를 향해 자신을 열고 성지

와 관련된 자연 속의 진실과 초월적 개념을 찾아 두려움 없이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운다. 또한 후자는 모임의 

장소로도 기능하며 이는 순례여정을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 간에 일체감을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그

들이 자아, 다른 사람, 자연, 보이지 않는 영혼 그리고 창조자와 하나가 되는 것은 순례자의 삶에서 매우 특별

한 순간이다. 고대의 역사와 성지의 존재는 살아있는 유산이며 여러 세대 동안 정신적 풍요로움과 깨달음의 

원천이었다. 따라서 우리 조상들의 전통적인 지혜와 정신적 관습을 복원하고 보존하여 발전시키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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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lls resembling a dragon tail, composed of arenaceous soft mud stretching for several miles, scarce 

but fresh and lush vegetation, springs with ice-cold water spouting from the heart of the earth, waves 

of the salty lake gently crashing against the shore, magnificent white clouds soaring up in the sky and 

the numerous pilgrims, lined up one by one, treading right upon the “dragon tail” and making their 

pilgrimage through the sacred site Manjyly-Ata. 

This is one of the common scenes one can observe at the sacred sites – areas of land, bodies of water 

and manmade buildings that are believed to have magical and divine powers and capacities. These 

power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purifying and healing, as well as powers to grant the most des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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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hes and strengthening one’s fertility. A pilgrimage is a conscious, religious and spiritual act that 

undeniably involves a strong inner intent to visit a sacred site with a hope to change certain situations in 

personal and/or family life. These acts are accompanied by performance of wide array of rituals that trace 

their roots back to pre-Islamic time, when Kyrgyz nomads had animistic and pagan belief system. 

Back in time, Kyrgyz people were free-spirited nomads roaming the mountain pastures of the Tian 

Shian mountain range. Their life style taught them find refuge and abode in nature, thus the places where 

nomads could address the higher forces and connect to higher realms and spirits would become sacred 

and/or sacral for them. The nomads used to find and mark these places of power throughout their various 

movement routes; hence, pilgrimage was a common and widespread practice. The underlying idea behind 

worshipping natural sacred sites was a way of paying tribute to the forces of Mother Nature and all the 

sacred forces/powers of the Universe and their intricate and profound interrelations with humans. At the 

same time, establishing manmade sacred places and worshipping them was a way of paying tribute to 

ancestors and their spirits.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sacred sites in Kyrgyzstan are natural in their origin. These include 

sacred mountains, lakes, caves, springs, stones, sands and trees. Since time immemorial, the Kyrgyz have 

lived surrounded by mountains, hiding from inclement weather in caves and blessing the warmth of the 

sun and the light of the moon, and have never viewed themselves outside of nature. Natural sacred sites 

scattered throughout the country are testimony to the fact that those living in these areas were building 

their relations with the world of nature based on respect and care. This tradition is maintained today. 

Understanding the value of nature is one of the reasons for sustaining this ancient tradition to worship 

special natural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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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ngside natural sacred sites, or in combination with them, there are also man-made mazars. 

These are mausoleums of famous people and historical figures, ancient edifices and burials of those 

who died innocently. There are also places relating to folk Islam that form a large and extensive 

network in the country’s Sacral Geography. For Muslims visiting mazars, their faith in the Almighty, 

Allah, and pilgrimage to sacred sites are inseparable from one another. The tradition of pilgrimage is 

also a component of traditional Islam that has been a common practice on the territory of modern-day 

Kyrgyzstan since long ago. At the present time, pilgrimage to sacred sites is naturally embedded in the 

religious identity of many Muslims. The Islamic component is an integral part of rituals and other actions 

carried out at sacred sites of all types. The Kyrgyz use the following definitions to refer to sacred sites – 

mazar, kasietuu jer and yiyik jer. The word mazar is derived from Arabic, and initially it denoted a “place 

that people visit – object of pilgrimage, usually a tomb of a Muslim saint.” Today in Kyrgyzstan mazar 

may refer to all kinds of places including objects of nature that people deem sacred.

People represented by professional pilgrims are convinced that visiting mazars was an integral 

element in the life of ancestors for ages. All epic stories of the Kyrgyz, including such archaic ones as Er 

Toshtuk and Kojojash, as well as the classical heroic epic Manas, contain information about sacred sites 

and respective rituals. Sacred sites in Kyrgyzstan are extremely diverse. A lot of them emerged many 

centuries ago. However, they continue to emerge even today. As of 2015, the list of sacred sites contained 

1 178 sites. Each of them possesses unique properties and characteristics. They are scattered across the 

country, and in their totality they represent what’s known as the country’s Sacral Geography. People visit 

such sites as pilgrims. The Sacral Geography has been the result of multiannual research carried out by 

Aigine CRC in all seven provinces of the country.

Throughout the span of history, the pilgrimage practice has gone through difficult times. Kyrgyzstan 

was part of the Soviet Union from 1917 to 1991 and any spiritual and/or religious practice, including 

pilgrimage to sacred sites, was strictly banned. However, Aigine CRC’s research shows that even during 

the Soviet era pilgrims, especially women, kept the tradition alive by making hidden pilgrimages and 

performing rituals. Despite state persecution and pressure, the tradition of pilgrimage has survived, 

having facilitated the preservation of many traditional practices and folk Islam practices. It also helped 

preserve specific vocabulary of the Kyrgyz language that contained the notions of traditional spirituality 

and religion. After the disbandment of the Soviet Union, customs and traditions began to revive all 

throughout post-Soviet countries. In Kyrgyzstan, the rebirth of religious feelings and spiritual awakening 

took place partly through worshipping and creation of mazars. Mazars would become the places for faith 

to awaken and for hopes to carry on. During transition from atheistic totalitarianism to an independent 

state, the tradition of pilgrimage to sacred sites in Kyrgyzstan became one of the most widespread types 

of spiritual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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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yrgyzstan, pilgrimage to sacred places is a model of harmonic interaction between man and 

nature. The Kyrgyz, just like many indigenous people, would establish the law of mutual respect not 

only between communities and individuals, but also between humans and nature. Living in the world 

of nature, people knew how to take what they needed from it and in the amount that would help them 

sustain their livelihood. However, even in the ancient times there were cases when people would evince 

consumer attitude to nature by being cruel and exterminating animals and plants thoughtlessly. Back 

then the wise men would say, “Jaratkan jazalait” (The Creator will punish). The concept of cleanliness 

underpins the pilgrimage tradition. A pilgrim should be clean physically and have pure intentions when 

visiting a site. A pilgrim should also keep the place they visit clean and well preserved. The Kyrgyz 

believed that if humans and communities respect sacred sites and treat them with care, this will ensure 

well-being. Despite the fact that the lifestyle of the Kyrgyz people has changed dramatically, and they 

are now quite distanced from nature, their belief in the might and benevolence of nature hasn’t fallen into 

oblivion. One of the most essential social functions of sacred places is a caring attitude toward nature and 

the entire world around us. This position undergirds the worldview of environmental asceticism foster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e pilgrims and dedicated community of sacred site guardians are the main driving force of keeping 

the pilgrimage tradition alive. In every corner of the country, for centuries hundreds of people come to 

sacred sites to pray and worship. Based on our numerous interviews conducted throughout the last decade 

and research data, we can state with a solid certainty that despite age, gender, ethnicity and territory, all 

pilgrims have the same goals and reasons of making a pilgrimage. Pilgrims seek spiritual purification and 

peace of mind by basking into the quietude and positive energies of the sacred sites, individuals are able 

internally balance their energies and dwell into their inner selves and confront their fears and let them go. 

Pilgrims fall into deep meditation, contemplation and to obtain inner peace and quietude, where the inner 

monolog of the restless mind comes to a halt and the person gets connected to its inner voice/soul and 

comes closer to the higher forces and the Creator. They perform a ritual of sham jaguu – lighting candles 

specifically made of cotton buds wrapped around dried cheegrass and dipped in oil/grease. These candles 

are lit at sacred sites as a sign of respect for spirits and natural powers and purify themselves. 

Pilgrims also come to sacred sites for healing purposes; they seek to cure psychological and physical 

illnesses that couldn’t be cured at the hospital or find cure from illnesses/diseases of unknown origin. 

There are numerous couples especially women come to ask the sacred powers and ancestor spirits grant 

their wish of having a baby through conducting tilek kyluu – a ritual to fulfill a long-wished desire or 

dream and make it come true. It is one of the key rituals conducted at sacred sites. Pilgrims make their 

wish/wishes silently or out loud, alone or together with a family, a master or a community. Wishes are 

made with simple words or by chanting special prayers. 

Pilgrims also come to ask for wellness, prosperity and wealth of their family, community and country 

through a making a sacrifice that has been carried out throughout many centuries. Tyuloo, a sacrifice 

ritual, has different goals – preventing unforeseen calamities, overcoming life difficulties and challenges, 

clearing out life’s path, ensuring wellbeing and happiness, expressing gratitude, paying respect to spiritual 

guardians of sacred sites, etc. The sacrificed animal is chosen depending on the material wealth of those 

performing the ritual. 

At sacred waterfalls and mountain springs, pilgrims release all the accumulated negative energies by 

yelling out loud by the roaring waterfalls and cry out and tell their problems and worries to the running 

water. The water is believed to have purifying and cleansing properties, therefore, pouring out all the 

personal concerns and accumulated energies, a person lightens and fills with positive energies and 

motivation to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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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red sites can have a psychotherapeutic effect, when a person is surrounded by pure and positive 

energies, the mind becomes quiet and positive energies start to flow through enjoy the beautiful nature, 

chanting incantations and conducting rituals. 

By visiting sacred sites, human beings attempt to escape from that which is mundane and trivial, 

and re-connect with that which gave them life and form. These beliefs bring them peace of mind and 

consolation to their hearts. People open themselves up to the world, and learn to look at it without fears, 

seeking the truth in nature and transcendental concepts, normally associated with sacred sites. Also, 

the latter serve as places of gathering, and this helps generate the feeling of oneness among all those 

embarking on a pilgrimage journey. These are special moments in the life of pilgrims, when they become 

one with their own selves, other human beings, nature, invisible spirits and the Creator. The ancient 

history and existence of sacred sites is a living heritage and has been a source of spiritual enrichment and 

enlightenment for many generation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revive, preserve and develop traditional 

wisdom and spiritual practices of our ance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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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 마르시오 (핀란드유산국 전문관)

사우나 목욕, 민속무용 티쿠리스티(tikkuristi), 래그 러그(Rag Rug)짜기, 버섯 따기 그리고 눈싸움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이것들은 모두 현재 핀란드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기념일에 행하는 살아있는 무형문화유

산이다. 이 유산들은 핀란드 전역에서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가 즐기는 것이다. 그렇다. 이 유산들은 모두 생

생하게 살아있다.

북유럽 국가들은 모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비준했다. 이들 국가들은 일반 공동체가 그들

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좀 더 깊이 보호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웹기반의 목록을 작성

했다. 이 글에서는 ‘살아있는 유산 위키 목록(Wiki-Inventory for Living Heritage)’1)의 핀란드 사례를 좀 더 면

밀히 살펴보고, 북유럽국가들 간의 협력 모범사례로서 웹 플랫폼 “노르딕 보호 실천(Nordic Safeguarding 

Practices)”을 소개하려 한다.

위키 목록과 상향식 보호

핀란드는 교육문화부 산하의 책임기관으로서 핀란드 유산국과 더불어 2013년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

산보호협약을 비준했다. ‘살아있는 유산 위키 목록’은 2016년에 협약 이행의 일부로서 사업이 시작되었으

며 설립 이래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핀란드 전역에 걸쳐 5개 언어권의 220개 공동체의 

150개 종목이 수집되었다. 위키는 매달 수천 명이 접속하고 있으며 학생, 교사, 미디어 그리고 일반대중의 학

습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핀란드의 모든 영역에 걸쳐 다양한 전통의 모습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유산의 사

례를 모두 담고 있다.

위키에 포함된 전통은 기념일, 공예, 공연예술, 놀이, 음식, 자연에 대한 지식 혹은 구전 전통과 관련된 것

들이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모범사례도 제시될 수 있다. 위키 목록은 세 개 언어(핀란드어, 스웨덴어, 영어)로 

1) https://wiki.aineetonkulttuuriperinto.fi/

세션 1-3

운영되며 다른 언어도 사용될 수 있다. 목록은 지속적으로 보강되고 기사는 매 3년마다 업데이트되며 핀란드 

유산국이 관리한다.

목적은 핀란드의 무형문화유산을 목록화하고 제시하는 데에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다양한 목소리(의견)는 위키의 여러 특징 중 하나이다. 본문은 공동체가 작성하며 유산국 직원

의 편집 지원은 최소로 한다. 공동체 뒤에는 대개 NGO, 박물관, 다양한 종류의 비공식적 취미 단체 혹은 연

구기관들이 있다. 또한 위키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작성한 글도 싣는다. 이들 글에는 다른 글과 구분하기 위

해 “메이덴 페린퇴(Meidän perintö, 우리의 유산)”라는 제목이 붙는다. 이 글은 웹사이트 ‘살아있는 유산 배우

기(Learn Living heritage)’2)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었다. 핀란드는 협약 당사국 중 어린이들이 쓴 글

을 싣는 유일한 국가일 것이다!

위키 목록에 있는 종목들은 2년마다 국가무형문화유산목록 등재를 위해 제출될 수 있다.3) 2017년 교육문

화부는 52개 종목을 살아있는 유산 국가목록에 포함시켰다. 첫 번째 국가 목록 신청에는 거의 백 개 정도의 

신청서가 접수되었다. 국가 목록은 핀란드 유산국과 무형문화유산 자문단의 제안을 토대로 작성한다. 무형

문화유산 분야에서 활동하는 공동체와 기구들 역시 제출된 종목에 대해 견해를 제시한다.

보호는 목록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목록화는 공동체가 현황을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전통의 생명력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야 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까지 나아가는 과정을 함께 

협력하여 시작할 수 있는 수단임이 증명되었다. 위키 목록에서 국가 목록 나아가 유네스코 등재신청까지의 

과정은 공동체가 보호노력을 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된다.

시민사회와 협력

다른 북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핀란드 역시 비정부기구와 협력하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무형문화유

산 분야의 NGO는 수만 개에 이른다. 그들은 소규모 지역의 특정 취미 단체나 NGO에서 수만 명의 구성원을 

갖춘 국가기관까지 다양하다. 대부분은 자원봉사를 기본으로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는 NGO도 있다. 

이들 기관들은 모든 북유럽국가에서 협약의 이행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제시해 준다.

협약이행을 위해 개발된 수단 중 하나는 ‘살아있는 유산서클(Circles of  Living Heritage)’이다. 이들 공동체 

기반의 유산 네트워크는 새로운 공동체가 목록화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협약의 기능

2) http://opi.aineetonkulttuuriperinto.fi/fi/

3) https://wiki.aineetonkulttuuriperinto.fi/wiki/Elävän_perinnön_kansallinen_luettelo/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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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방법은 스웨덴에서 2003협약 시행 과정에서 처음 

개발되었다. 핀란드에서는 지금까지 공예, 자연, 민속무용과 음악, 그리고 구전 전통 분야에서 공동체와 관련 

활동가들에 의해 4개의 서클이 설립되었다. 이 서클은 70개 기구를 협약 이행과 연결하고 있다.

서클은 기관을 연결하고 각 분야 활동가들이 서로 만나 공동의 무형유산을 보호하는 활동 중심지 역할을 

한다. 또한 관습의 연행, 전승, 교육, 연구 및 기록 분야의 공동체들이 만나는 중심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

다. 실제로 이들 서클은 일 년에 2~3차례 만나서 세미나와 행사를 기획하고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며 출판도 

한다. 또한 위키 목록을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제안서를 내는 역할도 한다. 

문화적 다양성은 북유럽 국가들이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강조해왔던 사안이다. 특히 스웨

덴, 노르웨이 그리고 핀란드는 이를 강조해왔고 이주민, 롬(Roma)족 그리고 토착 사미(Sàmi)족과 같은 소수

민족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그 예로 최초의 위키 목록 중에는 롬족의 노래 전통, 사미족의 수공예, 핀란

드의 스웨덴어 사용 공동체의 미뉴에트 전통 그리고 아프리카 춤과 음악이 포함되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한 이해 제고

살아있는 유산의 위키 목록은 2016년 2월 20개 사례로 시작했다. 3년 동안 그 수는 150개로 늘었으며 위

키 방문자는 150,000명 이상에 이르게 되었다. 5년 전만 해도 핀란드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던 무형문화유산

에 대한 개념이 이제는 지역과 국내 미디어가 매일 찾아보는 것이 되었다. 이 플랫폼은 많은 유산 공동체와 

단체를 위한 표현의 장이자 관심의 장소가 되었다. 

위키 목록은 또한 소셜미디어의 관심을 끌었다. 프로젝트는 ‘Elävä Perintö Facebook-pages’4)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현재 팔로워가 약 1000명 정도 된다. Elävä Perintö Facebook-pages는 매일 핀란드와 해외의 무형

문화유산에 관한 뉴스를 발행하고 있으며 매번 발행할 때마다 1,000 ~ 10,000명 정도가 찾아본다. 이 페이

지에서는 위키 목록의 모든 종목들을 찾아볼 수 있다.

위키와 무형문화유산을 증진하는 효과적인 수단은 협약과 관련하여 지역별 혹은 주제별 세미나를 개최

하는 것이다. 지역 세미나는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 열리고 있으며 개최될 예정이다. 이들 당일 행사에는 연행

자를 비롯해 NGO, 박물관, 훈련기관 및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50~100명 정도가 참가한다.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있는 유산 클리닉(Clinics of  living heritage)’이 지역의 행사와 축제에서 2시간짜리 보호 워크숍을 열어 

공동체와 소통한다.

4) https://www.facebook.com/elavaperinto/

이 모든 행사들은 각 분야별로 다른 운영자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지역의 기관들, 즉 지역 위원회, 예술위

원회, 박물관, 대학 그리고 지역 NGO와의 협력을 통해 기획된 것이다. 모든 세미나 발표는 지금까지 34,000

여 명을 끌어 모은 Elävä Perintö 유튜브 채널5)에서 공개되었다.

북유럽국가 간의 협력

모든 북유럽국가들은 협약을 비준했다. 아이슬란드는 2005년, 노르웨이는 2007년, 덴마크는 2009년, 스

웨덴은 2011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3년에 핀란드가 비준했다. 그리고 그린란드 자치지역, 파로섬(Faroe 

Islands) 그리고 알란드(Åland)가 협약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국가 간의 협력 역시 매우 활

발하다.

스웨덴의 언어 민속연구소(Institute for Language and Folklore)는 스웨덴에서 이러한 활동 전반에 대한 책

임을 지고 있다. 살아있는 전통 목록6)은 2015년에 시작되었다. 스웨덴에는 1개의 유네스코 인증 NGO가 있

으며 이 기관의 ‘전설의 나라-프로그램(Land of  Legends-programme)7)’은 2018년 유네스코 모범사례목록에 

등재되었다. 

노르웨이는 2007년에 협약을 비준했다. 노르웨이의 예술위원회는 협약 이행의 책임기관이다. 2017년에 

웹기반 목록8)을 공개했다. 노르웨이에는 7개의 인증 NGO가 있다. 유네스코의 모범사례목록에 등재된 최초

의 종목은 전통 선박 건조술인 오셀바-방법(Oselvar-method)이다.

덴마크의 협약이행 책임기관은 덴마크 왕립도서관이다. 덴마크의 위키 기반 목록 “레벤데 쿨투르

(Levende kultur)”9)는 2018년에 시작되었다. 아이슬란드에서 협약의 책임기관은 문화부이다. 국가목록10)은 

2018년에 시작되었다. 이들 국가에는 인증 NGO나 등재 종목이 아직 없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북유럽 크링

커보트(Nordic clinkerboat)를 대표목록에 등재하기 위해 최초로 범 북유럽 이니셔티브를 구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들은 협약이행에 있어서 매우 유사한 방식을 취한다. 무형문화유산분야에는 수많

은 NGO와 기관들이 수십 년 동안 활발하게 활동해 왔으며, 심지어 그 중 일부는 100여 년 동안 활동해 왔다. 

5) https://www.youtube.com/channel/UCLHQsHT247LhZ242CeX8HtA

6) http://www.sprakochfolkminnen.se/om-oss/levande-traditioner---immateriella-kulturarv-/forteckningen/om-forteckningen/about-the-inventory.html

7) https://ich.unesco.org/en/BSP/land-of-legends-programme-for-promoting-and-revitalizing-the-art-of-storytelling-in-kronoberg-region-south-sweden-01392

8) https://www.immateriellkulturarv.no

9) https://levendekultur.kb.dk/index.php/Forside

10) http://www.nordicsafeguardingpractic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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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국가들은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 활동하는 많은 당사자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많

은 토론과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매우 광범위하고 신중한 방식으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애초 목록 작성에 대한 생각은 북유럽 국가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는 목록작성이 무형문화유산활동의 기

초로서 역할을 했던 다른 많은 국가들과는 분명하게 대조되는 것이었다. 모든 국가에서 목록은 접근이 용이

하고 웹에 기반을 둔 일반적 수준으로, 공동체가 목록작성 과정에 좀 더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목록은 국가가 관리, 편집한다.

노르딕 보호 실천

노르딕 보호 실천(Nordic Safeguarding Practices)11)은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정보를 보급하기 위한 북유럽 

국가들의 시도다. 이 사이트는 2017년에 오픈했으며 현재 7개국 30건의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웹사이트는 

이 분야의 다른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일반대중들에게도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단

체는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그리고 그린란드의 NGO들이다.

여기에 게시되는 사례들은 성공적이고, 혁신적이거나 창의적인 것으로서 중요성이 인정된 것을 선정한 

것이다. 일부 보호 사례는 유산 전승이라는 오랜 과정의 하나로 수행되고 있다. ‘전설의 나라’(스웨덴), ‘오셀

바르 선박의 건조와 활용’(노르웨이) 그리고 ‘아이슬란드의 비타펠라그(Vitafélag)’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

례이다. ‘카이누 상류지역의 이야기 아틀라스(The Story Atlas from Upper Kainuu)(핀란드)와 같은 일부 사례

는 디지털을 활용한다.

이 북유럽 플랫폼은 노르웨이 공예연구소(Norwegian Crafts Institute)와 북유럽 문화포인트(Kulturekontakt 

Nord)가 재정지원을 했다. 이 플랫폼은 유네스코 모범보호사례 등재신청과 더불어 공동체가 자신들의 보호 

사례와 보호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롭고 좀 더 쉬운 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

11) http://www.nordicsafeguardingpractices.org/

결론

북유럽 국가들은 협약에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나라들이다. 이행과정을 계획하면서 다른 나라의 사례

와 경험을 검토하고 그를 통해 학습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또한 상호 간의 생각, 방법 그리고 수단에 대해 많

은 교류를 해왔다. 목적은 개방적이고 참여적이며 공동체 주도의 협약 이행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북유럽 국가들 간에는 발전시켜 나갈 여지가 상당히 크다. 예를 들어 지역별 국가 보고 시스템은 함께 작

업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유럽 국가의 살아있는 유산-새로운 지속가능한 사회

를 위한 공동체의 역할과 가능성”12)을 주제로 한 국제회의는 북유럽에서 열리는 무형문화유산 분야 최초의 

대규모 행사가 될 것이다. 

이들 국가에서 시민사회의 활성화는 협약의 정신에 진정으로 부합하는 휼륭한 출발점이 된다. 

 

12) https://www.hanaholmen.fi/event/living-heritage-in-the-nordic-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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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dic Safeguarding Practices: Safeguarding from Civil Society

Dr. Leena Marsio (Finnish Heritage Agency)

What do sauna bathing, folk dance tikkuristi, rag rug weaving, picking mushrooms and snow games 

have in common? They are all part of liv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esent in the everyday life and 

celebrations of the people in Finland. They are practised by people of all ages, in different corners of 

Finland. And yes, they are very much alive! 

All of the Nordic countries have ratified the UNESCO Convention on the Safeguarding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eb-based inventories have been created in all of them to make it possible for strong 

standing of grass-roots communities to create more awareness for their ICH and to dig deeper into 

safeguarding. This paper looks more closely on the example of Finland with its Wiki-Inventory for Living 

Heritage. As a good example of Nordic cooperation, the web platform Nordic Safeguarding Practices is 

introduced.

Bottom-up safeguarding with the Wiki-inventory

Finland ratified the UNESCO Convention on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2013 with Finnish Heritage Agency as the responsible body under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The Wiki-Inventory for Living Heritage1) was launched in 2016 as par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Since its establishment it has been a real success story. So far it has gathered almost 150 

elements from over 220 communities in five different languages all over the country. The Wiki attracts 

thousands of visitors every month and serves as a learning point for students, teachers, media and the 

general public alike. It contains examples of living heritage from all of the domains giving a manifold 

picture of traditions in Finland.

1) https://wiki.aineetonkulttuuriperinto.fi/

Session 1-3

The traditions included in the Wiki can relate to celebrations, crafts, performing arts, games, food, 

knowhow on nature, or oral traditions. Good practices of safeguarding of ICH can also be presented. The 

Wiki-inventory works in three languages (Finnish, Swedish and English) and other languages can be used 

as well. The Wiki-Inventory is constantly supplemented and articles need to be updated every three years. 

It is moderated by the Finnish Heritage Agency. 

The aim was to create a participatory, low-threshold tool for inventorying and presenting intangible 

heritage in Finland. The diversity of voices is one of the features of the Wiki. The texts are written by 

communities, with only light editorial help from the Agency staff. The communities behind are usually 

NGOs, museums, informal hobby groups or institutions of different kind. The Wiki also contains articles 

made by children and youth. These articles have been given the label “Meidän perintö” (Our Heritage) 

to stand out from other articles. These articles have been created and inspired by the website Learn living 

heritage2). Finland may be the only State party of the Convention which has articles in the inventory by 

children! 

Elements within the Wiki-inventory can be suggested for the National inventory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iannually.3) In 2017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nominated 52 elements into the 

National Inventory of Living Heritage. The first round of applications for the National Inventory gathered 

nearly a hundred applications. The National inventory is based on the proposal by the Finnish Heritage 

Agency and the Advisory group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mmunities and organizations active in 

the field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ve also been commenting on the submissions. 

Safeguarding is the key idea behind the inventorying process. In many cases its proven to be a 

tool where communities can get together and start a development process from analysing their current 

situation and moving into concrete measures of what should be done to secure the vitality of the tradition. 

The steps from Wiki to National Inventory and even to UNESCO nominations guide the communities in 

their efforts of safeguarding. 

2) http://opi.aineetonkulttuuriperinto.fi/fi/

3) https://wiki.aineetonkulttuuriperinto.fi/wiki/Elävän_perinnön_kansallinen_luettelo/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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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 in hand with the civil society 

Finland, as well as other Nordic countries boost with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In the field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number of NGOs can be counted in tens of thousands. They range 

from small local or area-specific hobby groups or NGO’s to national institutions with tens of thousands 

of members. Most of them function on a voluntary basis, but there are also NGOs employing a bigger 

number of people. This provides a fruitful standing poi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 all 

of the Nordic countries. 

One of the tools develop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re the Circles of Living 

Heritage. These community-based heritage networks have been important in attracting new communities 

to take part in the inventorying process and giving expertise to the functions of the Convention on a 

national level. This tool was initially developed for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2003 Convention 

in Sweden. In Finland, so far four circles have been established with communities and actors in the fields 

of crafts, nature, folk dance and folk music and oral traditions connecting some 70 organizations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Circles act as coordinating organs and hubs where the actors of each field can meet each other and act 

for safeguarding their common intangible heritage. They act as coordinating organs and hubs where the 

communities from each field practicing, transferring, teaching, researching and documenting can meet. In 

practice these circles meet up 2-3 times per year, organize seminars and events, create projects and make 

publications. They also play a role in inspiring proposals from their own field for the Wiki-inventory.

Cultural diversity has been an issue that the many of the Nordic countries have stressed in the work 

with the Convention right from the start. Especially Sweden, Norway and Finland have emphasised 

this and worked in close cooperation with minority groups such as immigrants, Roma people and the 

indigenous Sàmi people. As an example, among the first entries in the Wiki-inventory were the Roma 

song tradition, Sami handicrafts, the minuet tradition in Finland’s Swedish-speaking community, and 

African dance and music in Finland. 

Getting the message out there with the help of tools

The Wiki-Inventory of Living Heritage was launched in February 2016 with 20 examples. In three 

years’ time the number has grown into 150 and the Wiki has reached more than 150,000 people. The 

concept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at was unknown in Finland just five years ago, gains now hits in 

the local, reginal and national media hits on a daily basis. The platform has managed to become a place 

of interest and an avenue of expression for many heritage communities and groups.

The Wiki-Inventory of Living Heritage has also gained attention in social media. The project has 

its own Elävä Perintö Facebook-pages4), which has over 1,000 followers to date. Elävä Perintö pages 

publish daily news on ICH in Finland and abroad and and reach from 1,000 to even 10,000 viewers per 

publication. This page also brings visibility to all the elements in the Wiki. 

One effective tool in promoting the Wiki and ICH in general are the regional or thematic seminars 

arranged in connection with the Convention. Regional seminars have been held in most of the 

provinces and more will be organized. These one-day events gather together 50 to 100 participants from 

practitioners, NGO's, museums, training institutions and civil servants. A new method, Clinics of living 

heritage, reach out to communities in events and festivals with two-hour safeguarding workshops. 

All of the events are organized in close cooperation with other operators in the respective fields, and 

in cooperation with local and regional institutions: Regional boards, Arts Councils, museums, universities 

and local NGOs. All of the seminar presentations are published at the Elävä perintö Youtube channel5) 

attracting more than 34,000 viewers to date. 

Collaboration among the Nordic countries

All of the Nordic Countries have ratified the Convention: Iceland in 2005, Norway in 2007, Denmark 

in 2009 Sweden in 2011 and lastly Finland in 2013. In addition autonomous areas Greenland, Faroe 

Islands and Ålan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The cooperation among 

these countries is active. 

4) https://www.facebook.com/elavaperinto/

5) https://www.youtube.com/channel/UCLHQsHT247LhZ242CeX8H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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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weden the Institute for Language and Folklore has the overall responsibility for this work in 

Sweden. The Living traditions inventory6) was launched in 2015. The country has one accredited NGO 

whose Land of Legends-programme7) was listed in the UNESCO’s register of good safeguarding 

practices in 2018. 

Norway ratified the Convention in 2007. The Art Council of Norway is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The web-based Inventory8) was opened in 2017. Norway has seven 

accredited NGOs in the Convention. The first element in the UNESCO’s register of good safeguarding 

practices concerns traditional boatbuilding, the Oselvar-method. 

In Denmark it is the Royal Danish Library that is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The Danish Wiki-based Inventory “Levende kultur”9) was opened in 2018. In Iceland it is 

the Ministry of Culture that is the responsible body for the Convention. The National inventory10) was 

opened in 2018. These countries have no accredited NGOs or nominations yet, but both are part of the 

first pan-Nordic initiative to nominate Nordic clinkerboat traditions to the representative list. 

Most of the Nordic countries have quite a similar approach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There is a plethora of institutions and NGOs who have been active in the field of ICH for decades, some 

even for centuries. 

Most Nordic countries have commenced their efforts for increasing awareness abou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a very widespread and deliberate manner, holding numerous discussions and seminars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a large number of parties operating in the field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Attitudes towards inventorying were initially reserved in the Nordic countries, in clear contrast 

to many other countries in which the inventorying has served as the basis for al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ork. Inventories within all countries are easy access, web-based and grass-roots level, allowing 

6) http://www.sprakochfolkminnen.se/om-oss/levande-traditioner---immateriella-kulturarv-/forteckningen/om-forteckningen/about-the-inventory.html

7) https://ich.unesco.org/en/BSP/land-of-legends-programme-for-promoting-and-revitalizing-the-art-of-storytelling-in-kronoberg-region-south-sweden-01392

8) https://www.immateriellkulturarv.no

9) https://levendekultur.kb.dk/index.php/Forside

10) https://lifandihefdir.is/

communities lighter ways to participate in the inventorying process. Most of the inventories are managed 

and edited by the national coordinators. 

Nordic Safeguarding Practices

The Nordic Safeguarding Practices11) is a Nordic attempt to spread the word on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site was opened in 2017 and it now contains 30 examples from 7 

different countries. The website is a resource for other actors in the field, but also for general public. The 

project group consists of NGOs from Norway, Finland, Sweden, Iceland and Greenland.

The examples are chosen based their importance as successful, innovative and/or creative. Some 

safeguarding practices are carried out as a long process of transmitting heritage. The safeguarding 

programs for Land of Legends (Sweden), Building and Use of the Oselvar Boat (Norway) and the 

Icelandic Vitafélag are such examples. Some practices use digital media, such as The Story Atlas from 

Upper Kainuu (Finland).

The launch of the platform was funded by the Norwegian Crafts Institute and Kulturkontakt Nord. 

This Nordic platform can offer new avenues and lighter ways for communities to share their practises and 

the process in addition to apply to UNESCOs register of good safeguarding practices.

Conclusion

The Nordic countries are still rather newcomers in the Convention. When planning for the 

implementation processes, these countries had a change to look into examples and experiences in 

other countries and learn from them. There has also been a lot exchange of ideas, methods and tools 

between the countries. The purpose has been to look into open, participatory and community-led ways to 

implement the Convention. 

There is great potential to develop the work among the Nordic countries and it is hoped that for 

example the regional system of national reporting will provide more opportunities to come together. 

The conference “Living heritage in the Nordic countries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Role of 

11) https://www.nordicsafeguardingpractic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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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ies and the Possibility for New Sustainable Societies”12) will be the first big Nordic event 

within the field of ICH. 

The flourishing of civil society in these countries provides a great starting point for the possibility to 

work truly in the spirit of the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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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4

조지타운 문화유산 보호

밍치 앙 (말레이시아 조지타운세계유산센터 이사) 

말라카해협에 위치한 조지타운은 다양한 무형유산을 가장 잘 보존해온 역사도시 가운데 하나로, 200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의해 멜라카와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2010년, 페낭 주정부는 조

지타운을 관리·감독·촉진하기 위해 조지타운세계유산센터(gtwhi.com.my)를 설립했다. 

조지타운세계유산센터(이하 '센터')는 주정부 및 공동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관광 증진, 전

통 상업 활성화, 지역 시장 생태계 개선, 공간 활용 재정의, 도심 활성화 등에 관한 일상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장기 유산 보존 프로그램·정책 개발을 위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센터는 상당히 유기적이고 공동체 기반의 접근법을 활용하며, 지역과 언어 집단, 

종교, 사회적 신분에 따른 다양성이 계속해서 공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센터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는 '조지타운유산축제'로, 매년 다양한 유산 가운데 특정한 주제를 선택하

여 축제를 열고 있다. 2013년에는 '색, 문화, 전통'이라는 주제를 통해 조지타운의 다양한 예술과 공예, 문화

를 선보였다. 2014년에는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주제로 조지타운의 전통 공예를 소개했다. 2015년에는 'Eat 

Rite'라는 주제를 필두로 페낭의 특징이자 조지타운의 명물인 전통·의례 음식을 조명했다. 조지타운 세계유

산 등재 8주년인 2016년에는 '전통 스포츠와 경기'를 주제로 7월 7일부터 9일까지 방문객들에게 23개 종류

의 스포츠와 경기를 소개했다. 센터는 지난 3월부터 올해 축제 준비에 돌입했고, 축제 기획과 수행에 있어 20

개 공동체 기관과 협력했다. 

2016 축제에는 43명의 스태프가 프로젝트 매니저, 행사 코디네이터, 업무 지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연구자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참여 공동체과 긴밀히 협력하며 축제의 성공을 꾀했다. 공통된 견해

와 언어를 통해 공동체와 소통하면서 '마스터', 즉 각 공동체에서 문화유산에 대해 숙련된 기술을 가진 개인

들을 파악했다. 그리고 마스터를 오랜 시간 설득하여 그가 가진 기술을 컨텐츠 퍼실리테이터들에게 전수해

주도록 했다. 상당수가 페낭 출신의 청년 자원봉사자인 컨텐츠 퍼실리테이터들은 전수 교육을 받고 나서 축

제 방문객들에게 각자가 배운 지식을 전파했다. 

유산 보존은 지속적인 과정으로, 참여와 상호작용 및 교육을 통해 강화된다. 센터는 조지타운의 지역 문

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지타운유산축제와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도시 주민과 방문자들의 참여를 이

끌어낸다. 축제와 같은 프로그램은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주었고, 주민들이 도시의 역사해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러한 상향식(bottom-up) 접근법은 문화·정치에 보다 심도 있는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보여주었다. 센터의 접근법은 조지타운과 이곳 사람들의 집단적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조지타운

의 건축적·문화적·역사적 다양성과 고유성에 관한 이야기를 찾아내 소개한다. 또한 대중에게 목소리를 부여

하고 이들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의 권한을 증진시킨다. 한편, 주정

부와 관련 기관의 재정 지원은 유산 보호 관계자들에게 해당 업무에 대한 보다 큰 확신을 심어주고 있다.

조지타운에 방문하게 된다면 이곳의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전통 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져 보길 바란다. 문

화유산은 더 이상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될 소중한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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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guarding the Cultural Heritage of George Town 

Dr. Ming Chee Ang  
(General Manager, George Town World Heritage Incorporated, Malaysia)

As one of the most complete surviving historic city centers with a multicultural living heritage on the 

Straits of Malacca, George Town was inscribed as a World Heritage Site by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in 2008, together with Melaka. To manage, monitor, and promote the George Town World 

Heritage Site, George Town World Heritage Incorporated (gtwhi.com.my) was established in 2010 by the 

state government of Penang.

GTWHI works closely with the council and community to overcome day-to-day challenges with 

regard to promoting sustainable tourism, revitalizing traditional trades, remodeling local market ecology, 

redefining the use of space, and driving residents back to the city center. We also accumulate baseline 

data through systematic and scientific research to develop mid- and long-term heritage conservation 

programs and policies. Our approaches are highly organic and community based, and we take serious 

commitments to sustain the coexistence of diversity, which is divided according to geographical area, 

linguistic groups, religious identity, and social status.

One significant program born and bred by GTWHI is the annual George Town Heritage Celebrations. 

A theme is adopted to depict a specific aspect of our multifaceted heritage every year. We started off 

with the theme of ‘Colour, Culture, Tradition’ in 2013 to showcase the diverse arts, crafts, and culture in 

George Town. In 2014, the celebration took on the premise of traditional crafts in George Town under the 

theme “Living Legacies”, and in 2015, Heritage Celebrations chose the subject of traditional and ritual 

foods—undeniably the forte of Penang and arguably the best in the region—with the theme of “Eat Rite”. 

For 2016, the eighth anniversary of George Town’s inscription, we highlighted the theme of “Traditional 

Sports and Games” and reintroduced twenty-three types of sports and games to the visitors from 7 to 

9 July. We commenced the preparation of this year’s celebration in March and have engaged twenty 

community organizations in the planning and execution of the celebration.

This year, a team of forty-three project staff was engaged to take up the various roles of project 

manager, event coordinator, logistic facilitator, volunteer coordinator, and researcher. These individuals 

worked closely with the participating community and engineered the success of the celebration. The 

team communicated with the community in shared perspectives and languages. It was through such 

interactive process that we identified the “master” from the communities—individuals who are skillful 

in their respective cultural heritage. Once we identified the masters, we spent a lot of time persuading 

these masters to transmit their skills to a group of content facilitators. These facilitators, many of them 

young volunteers from Penang, were trained and played a role in disseminating the learned knowledge to 

celebration visitors.

Heritage conservation is a continuous process that is built up through engagement, interaction, 

and education. George Town Heritage Celebration is one of the platforms we use to engage inner-

city residents and visitors in efforts to preserve George Town’s local culture and heritage assets. These 

programs have established important milestones and empowered the masses to participate in their 

city’s history interpretation process. Our methodology demonstrated that such a bottom-up approach 

contributes to a deeper layer of cultural and political significance. It also creates a collective identity that 

belongs to inner-city George Town and the people who care about this place. It unearths the embedded 

facts and stories of the diversity and uniqueness of George Town’s architectural, cultural, and historical 

characters. It also empowers the masses by giving them a voice and allowing them to define their own 

past, present, and future. Meanwhile, financial aid from the state government and its agencies has helped 

to boost advocates and field workers’ confidence in the heritage conservation mission.

I ask you to pay close attention to George Town’s organic, dynamic, and authentic cultural heritage on 

your next visit to this city. It is not something that we can afford to take for granted, any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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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2-1

캄보디아의 살아있는 예술, 사회를 통합하다

소크혼 욘 (캄보디안리빙아츠 전문관)

서론

캄보디아의 살아있는 예술(Cambodian Living Arts, CLA)의 임무는 새로운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생기 넘

치는 예술분야의 촉매제가 되는 것이다. 1988년에 설립된 이 조직의 원래 목적은 캄보디아의 위험에 처한 무

형문화유산을 되살리는 것이었다. 캄보디아의 상황이 변화하고 새로운 세대의 예술가들이 등장하면서 CLA

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문화기업을 독려하면서 장학금, 연구비 지급 및 직업개발 훈련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변혁적 환경을 뒷받침하기 위해 CLA는 문화정책 지지에 참여하고 공립학교에서 예술교육 발전을 지원하여 

새로운 예술관객층을 확보했다. CLA 프로그램의 목표는 예술가들이 현대 캄보디아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원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CLA는 예술은 활력 넘치는 사회의 핵심이라고 믿고 모든 

사람들의 문화 참여를 지원한다.

소수민족에게 작품의뢰 : 크룽(Kreung)족의 공연예술

CLA는 포용적 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가 사회 내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의 참여와 표현

을 보장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무형문화유산의 원 소유자들에게 점차 중요해지고 있지만 국가적 차원

에서 무시되거나 전용되고 있다. 과거 수년 간 왕립예술대학교와 공연예술과는 소수민족의 무용과 노래를 

연구하고 안무를 짜서 공연해 왔다. 이 두 기관은 캄보디아 문화예술부 소속이다. 하지만 이들의 작품은 해당

유산을 보유한 민족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 없이 제작되었다. 따라서 그들의 가치체계와 깊은 의식적·문화

적 의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이들 공동체 구성원들은 공통적으로 그들이 배제되고 충분히 존중받지 못

한다고 느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자신들의 유산을 맥락화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2018년에 CLA는 캄보디아 북동부의 라카나키리(Ratanakiri) 주의 소수민족인 크룽 공동체 

출신의 일단의 예술가들에게 창작물을 쓰고, 연출하도록 의뢰했다. “삶과 전통”이라는 제목의 작품은 연극, 

무용 그리고 음악을 아우르는 것으로 크룽의 무형문화유산에 근거한 것이다. 6개월간의 준비를 통해 현대 사

회의 전통 신앙과 과학 간의 균형에 관한 50분짜리 공연을 만들어 냈다. 이 작품은 프놈펜에서 크룽어로 공

연되었으며 캄보디아어로 자막을 달았다. 이는 현대 공연예술작품을 알리기 위해 CLA가 기획한 것이었다. 

공연 후 이어진 청중과의 토론을 통해 감독 치레르스 사룬(Chrers Sarun)과 공연자들은 캄보디아 사회의 포

용성, 정체성 그리고 다양성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작품제작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CLA와 극단 대표이자 감독인 치레르스 사룬은 관련 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했다. 그와 협정을 맺은 후 CLA는 공식적으로 라타나키리 주의 문화예술과에 통보하고 리허설을 열 

마을의 대표에게 허가도 요청했다. 공연자들과 계약을 맺을 때 CLA는 각 구성원들이 계약 조건과 요구사항

을 숙지하도록 했다. 공연자들 대부분은 전업 예술가가 아니며, 새로운 작품을 의뢰받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작업이었다. 게다가 CLA는 극단을 예술자문가자이자 자문가 춤반 소다치비(Chumvan Sodhachivy)

를 연결시켜주었다. 그는 극단의 창작 과정을 지원하지만 예술가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강요하거나 운영상의 

결정을 하지 않도록 마음을 썼다. 예술 자문가는 공동작업 과정이 그녀에게 크룽족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감사함을 불어넣어 주었으며, 주류 캄보디아 문화에 이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우리 극단이 프놈펜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공연을 할 기회

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다. 개인적으로 이는 극단 운영과 스토리 연출에 대한 나의 지도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다. 공연 후 나는 우리 극단 구성원들이 기회만 된다면 우리의 삶과 전통을 더 많이 공유하고 싶어 한

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또한 다음 세대의 예술가들이 새로운 전문적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치레스 사

룬, 극단의 대표이자 감독, 2018)

매년 CLA는 문화의 계절을 기획한다. 첫 번째 행사는 2018년 7월에서 9월까지 이어졌다. 공연, 패널 토

론, 영화상영 그리고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이 “정체성 탐험(Exploring Identities)”이라는 주제로 운영되었

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CLA는 관객과 예술가 간에 소통을 시작하고자 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체성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 특히 “캄보디아인의 정체성”에 대해 질문하도록 만들고 싶었다. 이는 또한 예술가들이 자신

들의 재능과 창조성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 자신을 위해, 그들 스스로가 만든 스토리텔링의 무대이다.

포용적 예술기관 지원: 지지와 지도력 

캄보디아에는 인지된, 전통적이고 현대적인 미학과 표현 형식 간에 뚜렷한 긴장이 있다. 비록 캄보디아 

국립문화정책이 창의성에 대한 지원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 말은 매우 모호하다. 그러한 정책적 모호성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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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당국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 시행당국의 대부분은 무형문화유산을 표준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캄보

디아적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규정하는 순수주의자 혹은 전통주의자로 인식된

다. 정부는 보존에 많은 노력을 쏟아 붓지만 CLA는 무형문화유산을 둘러싼 새로운 생각, 개념 그리고 창조성

을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확신한다. 

CLA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다양한 방법과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예술가와 예술행정가들이 스스로

를 표현하고 새로운 개념과 접근법을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CLA는 “담 도스(Dam 

Dos)”라는 작은 보조금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중간 경력의 전문가와 프로그램에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원

하고 새로운 작품을 의뢰하는 것이다. 추가로 CLA는 지원 활동에 참가하고 문화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회의와 워크숍도 개최한다. 

2016년 사회적 포용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공동으로 작업하는 예술 기관인 ‘서사 예술(Epic Arts)’은 테일

러 스위프트(Taylor Swift)의 노래 “Shake it off”의 패러디 뮤직 비디오를 제작하기 위해 CLA에 지원을 요청

했다. 서사 예술은 의상 대여와 CLA의 무대 사용에 대한 추천을 받으려하고 있었다. 공동 감독이자 장애인인 

주연배우 온 소크니(Onn Sokny)는 비디오에서 압사라춤(Apsara Dance)에서 가장 신성한 등장인물인 백 압

사라(White Apsara)의 역할을 맡기로 했다.

[...] 압사라 춤은 고전적인 왕실 무용이며 가장 오래되고 신성한 예술 중 하나이다. 이 예술은 캄보디아의 

모든 공연예술 중에서 정신성, 지혜 그리고 기술성의 정점을 보여준다. [...] 압사라는 “천상의 무용수”라는 뜻

이며 “신의 종복”으로 인식되는 존재이다. 이는 신성한 무용으로서 이 춤에 등장하는 압사라 무용수들은 천상

의 순수성의 정수이며 대지와 하늘 사이에 평화의 메신저이다.(캄보디아 무형무화유산 목록, 2004, p.23)

몇 몇 예술기관과 교사들에게 지원을 요청하면 대부분은 백 압사라 배역의 의상 협찬을 거절한다. 왜냐

하면 그들은 장애인은 이 예술을 모독하는 것이며 순수성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부 의

상 대여업체들은 처음에는 의상 대여를 거절했다가 나중에는 특정 조건을 제시하지만 수용할 수 없는 것들

이다. 왜냐하면 그 조건들은 전체 계획의 의도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CLA의 핵심 가치와 창조적 표현을 

통한 포용적 사회를 증진하기 위한 우호적 소통의 일부로서 CLA는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였다. 우선 CLA

는 문화예술부의 문화기술과에 이 계획의 의도를 설명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이 프로그램에 개입하게끔 만

들었다. 그리고 CLA는 사회적 포용 활동을 기꺼이 지원하고자 하는 의상 대여업체와 유망 예술가들을 발굴

했다. 마지막으로 CLA는 개봉 전에 비디오 촬영의 핵심과 그것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 다

양한 문화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기자 간담회를 계획했다. 

“뮤직 비디오 제작에서 나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백 압사라 무용수였다, 물론 영어로 된 팝음악 비디오 

패러디 속에 녹여내기에는 매우 민감한 예술이다. 하지만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 이 작품을 선택했다. 나는 

예술 속에 다양한 신체가 포함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백 압사라 무용수는 분명 형태나 능력에서 완벽하

게 아름답다. 그녀는 모든 신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나는 그렇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

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왜냐하면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백 압사라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

다. 그리고 캄보디아인으로서 나의 예술 그리고 나의 문화에 참여하고 경험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것이 내가 

한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방식이다.”(온 소크니, 2019)

장학금 지원: 다양성과 권리 증진

모두를 위한 포용적 사회를 달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양성은 여전히 또 다른 핵심 요소이다. 그러나 사

회가 능력, 민족성, 성, 언어 등의 다양성이 지니는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면 사회적·경제적 권리에 대한 접근

성 제한, 시민참여의 부족, 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약화와 같은 문제를 가져온다. 특히 미래의 우리 

무형문화유산의 수호자인 유망한 예술가들이 정통한 지식을 보유하고, 개방적이며, 존중할 줄 알고 존중받

는 것은 예술, 문화 그리고 유산분야 활동에 포용적 원칙을 통합하는 데에 핵심적인 것이다. 

2005년 CLA는 아른 촌-폰드 살아있는 유산 장학금(Arn Chon-Pond Living Arts Scholarship)을 설립했

다. 이 장학금의 명칭은 조직의 창립자를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을 붙인 것으로 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만들

어졌다. 목표는 마음을 열고 포용적 가치를 증진하며 유망한 예술가와 유산 연행자인 자신들의 경력을 강화

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동문네트워크에는 현재 100여명이 가입해 있으며 그들 중 많은 수가 성소수자, 장애

인, 소수민족 그리고 소수 언어 사용자들이다. 

공개모집 오디션에서부터 선발과정까지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CLA 직원은 말이나 

필담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오지지역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지원활동을 나간다. 이곳 오

지지역의 소수민족 출신의 이전 장학생은 장학금 홍보 대사가 되었다. 신청자들은 신청서를 써서 보내거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비디오로 녹화해서 보내도 된다. 요청하면 번역(수화 포함)도 제공된다.

프로그램은 다양한 배경을 지닌 지원자들이 장학금 신청을 하도록 장려한다. 이 장학금 제도는 재정적 지

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상자를 서로 연결시켜주고 서로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에 참여

시킨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은 개인의 발전과 팀워크를 촉진하고 모든 사람들의 문화적 능력과 풍부함

을 알아볼 수 있는 가치를 증진하는 것이다. 매년 장학금을 수여하면서 새로 뽑힌 사람과 나가는 사람들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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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팀으로서 함께 행사 개최를 위해 활동할 것이며, 대중들에게 기본적인 가치로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표

현할 수 있는 예술 프로그램을 주선할 것이다. 

화합을 촉진하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성 보장: 크메르 마술 음악 버스(Khmer Magic 

Music Bus)

수십 년에 걸친 전쟁, 특히 1970년대 크메르 루즈(Khmer Rouge) 체제 하의 황폐한 시절, 캄보디아는 분

열되고 정체성은 혼란을 겪고 있었다. 사회적 연대와 소속감을 강화하는 방법은 바로 무형문화유산을 실행

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사회와 공동체의 뿌리와 수많은 관습을 다시 잇는 일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

을 수 있는 커다란 잠재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2012년 CLA와 ‘국제음악위원회 음악권 보유자(Music Rights Champion of International Music 

Council)’의 창립자 아른 촌-폰드와 스티브 리지(Steve Riege)는 캄보디아 농촌지역에서는 이러한 예술형태

를 경험하고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캄보디아의 전통 음악을 캄보디아 전역의 마을에 알

리고자 크메르 마술 음악 버스(Khmer Magic Music Bus)를 설립했다. 2017년 크메르 마술 음악 버스는 지속

가능성, 관리 및 장기 전략계획을 강화하기 위해 CLA의 프로그램으로 흡수되었다.

크메르 마술 음악 버스는 농촌 지역 사람들에게 평소에 접할 수 없었던 라이브 콘서트, 워크숍, 예술 시범 

등을 보여준다. 예술 감독 톤 세이마(Thon Seyma)와 크메르 마술 음악 버스 팀은 다양한 지역 출신의 예술가

들과 함께 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일 목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는 캄보디아 문화 산의 다양성을 보

여준다. 프로젝트는 경험과 이해를 높이고 관계를 만들어 낸다. 각 행사마다 프로젝트 팀은 행사의 주인의식

을 만들어내고 참여와 문화에 대한 지역 소통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역민의 지원을 요청한다. 행사를 준비하

는 과정과 다양한 음악 공연 축제는 공동체의 결집에 크게 기여한다. 이들 공연에 이어지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평가는 매우 중요하며 일부 공동체들은 이미 후속 활동을 시작했다. 

결론

CLA는 캄보디아의 무형문화유산을 통해 더 포용력 있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런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술, 문화 그리고 유산 활동에 용이하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다. 현재 CLA

는 자신들의 유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소외된 예술가들에게 기회를 주고, 문화 분야에서 더욱 포용

적인 관습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다양한 예술가들이 직업 개발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함으로써 그리고 농

촌 지역 사람들에게 다양한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 임무를 달성하고자 한다. CLA

는 이러한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 과제를 실현할 협력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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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sivity throug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ow Cambodian Living Arts is working towards a more diverse and inclusive 
society

Ms. Sokhorn Yon (Arts Development Manager, Cambodian Living Arts)

INTRODUCTION

Cambodian Living Arts’ (CLA) mission is to be a catalyst in a vibrant arts sector, inspiring 

new generations. Established in 1998, the organization’s original goal was to keep Cambodia’s 

endangered intangible heritage alive. As the context of Cambodia changed, and a new generation of 

artists began to emerge, CLA started offering scholarships, fellowships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training, whilst creating job opportunities and encouraging cultural entrepreneurship. To support the 

transforming environment, CLA also engaged in cultural policy advocacy, supported the development 

of arts education in public schools and built new audiences for arts. CLA’s programs aim to give artists 

the resources and opportunities to start telling stories of contemporary Cambodia. Cambodian Living Arts 

believes that arts are at the heart of a vital society and supports cultural participation for all.

COMMISSIONING ETHNIC MINORITIES: PERFORMING ARTS OF THE KREUNG 

ETHNICITY

To achieve an inclusive society, CLA believes that one of the key factors is ensuring participation 

and voices from different groups of people in society. This is increasingly important for those who are 

the original owners of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ch on a national level is often neglected 

or appropriated. Over the past years, dances and songs from ethnic minorities were researched, 

choreographed and performed by the Royal University of Fine Arts and the Department of Performing 

Arts, both entities of Cambodia’s Ministry of Culture and Fine Arts. However, these works were 

produced without or less involvement from members of the respective ethnic communities the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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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ongs to, and thus lack understanding of their value systems and deeper ceremonial and cultural 

meanings. Members of these communities have shared how they feel excluded and not respected enough.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empowering people to tell their own stories and contextualize their 

own heritage, in 2018, CLA commissioned a group of artists from the Kreung community, an ethnic 

minority in the northeastern Cambodian province of Ratanakiri, to write, create and direct an original 

piece. Their production, called “Life and Tradition”, is a combination of theater, dance and music, and is 

deeply rooted in Kreu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six-month commissioning process resulted in a 

50-minute performance about balancing traditional beliefs and science in modern society. The piece was 

presented in Kreung language with Cambodian subtitles both at a performance season in Phnom Penh 

organized by CLA to celebrate contemporary performing arts productions and at universities. Post-show 

discussions with audience members provided the director CHRERS Sarun and the performers with an 

opportunity to discuss issues of inclusion, identity and diversity in Cambodia’s society.

In order for the commissioning process to go ahead smoothly, Cambodian Living Arts and troupe 

leader and director CHRERS Sarun had to ensure approval from relevant authorities. After an agreement 

with him, CLA formally informed the Provincial Department of Culture and Fine Arts of Ratanakiri 

province and also requested permission from the chief of the village where the rehearsals were to take 

place. When contracting the performers, CLA ensured that each member fully understood the terms of 

the contracts as well as expectations. For many of the performers, none of whom are full-time artists, 

being commissioned to create new work was an entirely new way of working. Additionally, CLA 

connected the troupe with artistic adviser and choreographer CHUMVAN Sodhachivy, who assisted them 

in their artistic journey but was very mindful not make any executive decisions or push the process in any 

direction that artists did not feel comfortable with. The artistic adviser shared that the process of working 

together has instilled more appreciation for the Kreung’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her and that she 

supports their plight to be heard and represented in mainstream Cambodian culture.

“I’m so excited that our troupe got a chance to perform in Phnom Penh to show what our identities 

mean to us. For me personally, it’s also enhancing my leadership skills in troupe management and directing 

the story. After the performance, I noticed that my team members would like to participate in more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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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rtunities to share more about our life and traditions. We also want to expose the next generation of our 

artists to new professional experiences.” (CHRERS Sarun, director and troupe leader, 2018)

Annually, Cambodian Living Arts organizes a Cultural Season, with its first edition running from 

July through September 2018. The program of performances, panel discussions, film screenings and 

workshops, was curated around the theme ‘Exploring Identities’. Through this program, CLA wants to 

start conversations among and between audiences and artists; and encourage people to question their 

perception of identities, and especially ideas about “Cambodian identities”. This is also a storytelling 

platform for and by artists to showcase their talent and creativity.

SUPPORTING INCLUSIVE ARTS ORGANISATIONS: ADVOCACY AND LEADERSHIP

In Cambodia, there is a visible tension between perceived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aesthetics 

and forms of expression. Even though the National Cultural Policy of Cambodia mentions support for 

creativity, the wording is vague. Such policy ambiguity gives a lot of power to implementing authorities, 

many of whom are perceived as purists or traditionalist, to define what “Cambodian” is and what is not, 

seemingly standardiz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ficial efforts concentrated on preservation, but 

CLA believes new ideas, concept and creativity arou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eed to be embraced.

One of Cambodian Living Arts’ main priorities is to support artists and arts administrators to express 

themselves and experiment with new concepts and approaches by providing various tools and platforms. 

For example, CLA has launched a small grant program called “Dam Dos”, offers scholarships as well as 

fellowships for mid-career professionals, and programs and commissions new work. Additionally, CLA 

engages in advocacy and organizes conferences and workshops both locally and regionally to support the 

culture sector.

In 2016, Epic Arts, an arts organization that works with people of all abilities to advocate for social 

inclusion, approached CLA for support in realizing a parody music video for Taylor Swift’s song “Shake 

it Off”. Epic Arts was seeking recommendations about costume rental and access to CLA’s stage. As co-

director and person with disability, main actress ONN Sokny would be dressed as a White Apsara in the 

video – the most sacred character classical in Apsara Dance.

[…]Apsara Dance is a classical/royal ballet dance and one of the oldest and sacred art forms (or divine 

arts). The art form reflects the zenith in spirituality, wisdom and technical skills with all other performing 

art forms in Cambodia. […]Apsara means “celestial dancer” and recognized as “servants of god”. This is 

a sacred dance form in which Apsara dancers were the essence of celestial purity and messenger of peace 

between the earthly and celestial plains (Inventory of ICH of Cambodia, 2004, p.23).

When approaching several arts institutions and teachers for support, many refused to help or rent 

the costume for the White Apsara character because they felt a person with a disability would insult the 

art form and soil its purity. Some costume rentals, who initially refused to rent out the costume, later 

proposed certain conditions, but these are unacceptable as they would have impaired the overall intention 

of the initiative. As part of Cambodian Living Arts’ core values and advocacy dialogue to promote an 

inclusive society through creative expressions, CLA intervened in different ways. Firstly, CLA called 

the Department of Cultural Techniques at the Ministry of Culture and Fine Arts to explain the intention 

of this initiative, which ultimately got them engaged. Secondly, CLA found an emerging artist with a 

costume renting side business who was willing to support the work of social inclusion. Lastly, CLA 

initiated a press conference about the essence of the video shoot and its message before its release, with 

participation from different cultural actors.

“One of my main acting roles in the music video is the White Apsara dancer, and of course, it is a 

sensitive art form to include in an English parody pop music video, but I chose this role for a reason. I 

want to advocate for different body inclusion in arts. A White Apsara dancer must be a perfectly beautiful 

person in shape and ability. She has to meet all the physical criteria, which I do not. Nonetheless, I put 

my mind to it because I want to show I still can be a White Apsara in my own way, and as a Cambodian 

person I want to experience and take part in my own arts and culture. That way I always feel proud to be 

a citizen.” (ONN Sokny, 2019)

PROVIDING SCHOLARSHIPS: PROMOTING DIVERSITY AND AGENCY

When it comes to a achieving an inclusive society for all, diversity is yet another key factor. However, 

when society does not recognize value in diversity of ability, ethnicity, gender, language and others, 

it creates challenges of limited access to social and economic rights, lack of civic particip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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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mined cultural sustainable development. Especially for emerging artists, the future guardians of ou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eing knowledgeable, open, both respectful and respected is key in order for 

them to integrate inclusive principles in their work with arts, culture and heritage.

In 2005, Cambodian Living Arts created the Arn Chon-Pond Living Arts Scholarship, named in honor 

of the organization’s founder, and made it a point to promote diversity. Its goal is to open minds, nurture 

inclusive values and improve career opportunities for emerging artists and heritage practitioners. The 

alumni network counts more than 100 people to date, many of whom are from marginalized gender, 

ability, ethnic and linguistic groups.

From open call to selection process, assistance is always available. CLA staff is available to explain 

details both verbally and in writing, and they go on outreach tours across the country, including remote 

areas where former scholarship students from ethnic minorities have become scholarship ambassadors. 

Applicants can write an application or record a video answering all questions. Translation (including sign 

language) will be provided as well when requested.

The program actively encourages applicants from diverse background to apply for the scholarship 

which provides not only financial support but also engages each cohort in enrichment activities with 

the intention to bring awardees together and recognize value in each other. The enrichment program not 

only aims to nurture personal development but also promotes teamwork and the value to see ability and 

richness of culture in each and every one. For the annual scholarship launch, the incoming and outgoing 

cohorts will work as team to organize the event and arrange artistic programming to illustrate diversity 

and inclusion as underlying values to the public.

ENSURING ACCESS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 FOSTER COHESION: THE 

KHMER MAGIC MUSIC BUS

Having been through many decades of war, especially the devastating years of the Khmer Rouge 

regime in the 1970s, Cambodia was left with a fractured society and a disturbed sense of identity. 

One way to strengthen social cohesion and a sense of belonging is through practicing and celebra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eing reconnected with the roots of their society and the community aspects 

of many practices holds great potential to bring people together again.

In 2012, Arn Chon-Pond, the founder of Cambodian Living Arts and Music Rights Champion of the 

International Music Council, and Steve Riege identified the lack of exposure and accessibility to these 

art forms in rural Cambodia. As a result, the Khmer Magic Music Bus was established with the mission 

to take Cambodian traditional music to villages across Cambodia. In 2017, the Khmer Magic Music Bus 

became a program of Cambodian Living Arts in order to strengthen their sustainability, management and 

long-term strategic planning.

The Khmer Magic Music Bus brings live concerts, workshops and art form demonstrations to rural 

populations that often do not have access to such activities. Artistic Director THON Seyma and the team 

of the Khmer Magic Music Bus make it a point to curate artistic programs with artists from various parts 

of the country, showcasing the diversity of Cambodian cultural heritage. The project wants to create 

exposure and understanding and also build relationships. For each event, the team is seeking local support 

to create ownership of the events and begin a local dialogue about participation and culture. The process 

of event organization and eventually the celebration of the different music performances in themselves 

contribute to community cohesion. The appreciation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llowing these 

performances is significant, and some communities have already started to organize follow-up activities.

CONCLUSION

Cambodian Living Arts is committed to work with and through Cambodi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 achieve a more inclusive and just society, where everyone can have access to and participate 

in arts, culture and heritage. At present, CLA approaches this task by giving marginalized artists 

opportunities to assume ownership over their own heritage, advocating publicly for more inclusive 

practices within the culture sector, encouraging diverse artists to participate in professional development 

activities, and by providing access to diverse cultural heritage to rural populations. CLA is planning to 

expand these activities and is actively looking for partners to realize these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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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적 싱가포르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커크 시앙 여 (싱가포르 국가문화유산위원회 과장) 

개요

싱가포르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이며 종교적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국가 중 하나이다. 문화관

습에 대한 이해는 이러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소통과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글에서

는 오늘날과 같이 세계 모든 사회가 사회적 다양성, 사람들의 이주 그리고 세계화 등 복잡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사람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깊이 이해함에 있어 무형문화유산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기관, 교육기관 그리고 공동체 간의 협력관계를 통해 싱가포르의 무형문화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한다.

싱가포르의 다문화주의

싱가포르는 역사적으로 식민시대 이전부터 무역의 중심지였으며 지금도 국내는 물론 국제적 차원에서 

상업, 무역, 해운, 관광 그리고 문화 교류의 중심지이다. 이러한 지역과 세계와의 연관성은 싱가포르의 문화

유산에 다양성과 활기를 가져다주었고 싱가포르를 세계에서 종교적으로 가장 다양한 국가로 만들었다(퓨리

서치 센터, 2014). 싱가포르의 유산은 중국, 인도 혹은 말레이 열도와 같은 나라에서 기원한 문화의 영향도 

받는다. 

다문화주의는 1965년 싱가포르 독립 이후 사회조직의 초석이 되었으며 싱가포르 정체성의 중요한 특성

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양한 무형문화유산 종목은 우리 사회의 다문화적 특성을 반영한다. 문화, 종교 그리고 

관습의 다양성은 싱가포르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했다고 평가되고 있다(MCCY, 2019). 개방성, 다문화주의 

그리고 자기 결정권은 “싱가포르 DNA”(싱가포르 200주년 기념 사업회, 2019)에서 싱가포르의 핵심 특성으

로 확인되었다. 이 주제는 1819년 영국이 들어온 이래 20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기 위해 2019년에 개최

되었던 행사의 일부로 다루어졌다.

세션 2-2

싱가포르의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

세계가 모두 경험하고 있는 세계화의 영향 속에서 무형문화유산은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 간의 결속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차별과 분리 그리고 사회적 긴장 등이 매일같이 뉴스로 보도되는 이 시대에 문화

유산의 사회문화적 중요성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다양한 공동체의 무형문화유산에 대

한 이해와 공감은 다른 생활방식에 대한 상호존중을 증진하고 문화 간 소통을 돕는다.”더구나 무형문화유산

은 공동체와 개인의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한다. 스미스(2006)는 부르디유(Bourdieu)의 《자본의 형성

(Forms of Capital)》을 언급하면서 개인이 특정 사회그룹 혹은 계급으로 정체성을 규정하도록 하는 문화자본

의 일부로서 유산을 인용한다.

무형문화유산은 최근 몇 년 동안 싱가포르에서 매우 큰 공감을 얻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

은 싱가포르에 “혼”, 정체성 그리고 독특성을 부여하며 동시에 문화 용광로로서 도시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

하고 있다. 지역적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와 개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규정한다.

싱가포르의 다문화주의는 수많은 다양한 형태의 무형문화유산 속에 표현되어 있다. 무형문화유산 축제

는 아마도 가장 가시적이고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종종 다른 문화 및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포괄

한다. 축제는 매우 흥겨운 분위기를 갖고 있으며 집에 한정되지 않고 공공장소와 일터에서도 행해진다. 축제

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 문화적 기준 그리고 공통의 관심사를 교환하고 표현하는 기회가 된다. 그리

고 이를 통해 문화적 관습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증진한다. 콩(2019)은 싱가포르 사회의 사회적 결속력을 강

화하는 데에 문화 축제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축제는 공동의 이해를 증진하고 궁극적으로는 더 단단하고 긴밀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간다움이 갖는 

의미를 되돌아보며 우리의 유산에 대해 학습하고, 유산이 상징하는 가치를 생각하며 공동체에 다가가는 행

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은 일부 공동체, 특히 다양한 문화 관습을 가진 공동체에서는 사회적 긴장을 유

발할 수 있다. 2011년 “카레 논란”이 이웃 간에 발생했다. 중국에서 이주해온 한 가족과 인도계 싱가포르 가

족 간에 벌어진 사건이다. 중국인 가족은 이웃한 인도인 가족이 만드는 카레의 강한 향에 괴로워했다. 카레는 

싱가포르의 인도 공동체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음식이다. 이 분란은 결국 중재센터로 넘어갔고 거기서 인도

인 가족은 중국인 가족이 외출했을 때에만 카레를 요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뉴스에 보도되었고 격렬한 논

쟁을 가져왔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문화적 관습에 대한 무지와 불관용에 대해 실망감을 표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은 다문화 사회에서는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Infopedia, 2015).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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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결속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노력은 정부기구, 공동체 그리고 개인이 제 역할을 해야 하는 긴 여정이

라는 것을 보여준다. 

SG 유산 계획

2018년은 싱가포르의 문화유산 분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해였다. 2월에 싱가포르는 유네스코

의 2003세계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비준했다. 그리고 같은 해 4월에는 “우리의 SG 유산계획(Our SG 

Heritage Plan)”을 시작했다. 이는 싱가포르 최초의 유산종합계획으로 2018-2020년 무형문화유산을 위한 

광범위한 전략과 계획의 개요를 설명한 것이다. 이 계획은 최근 싱가포르에서 증가하고 있는 문화유산에 대

한 관심과 유산 보호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호응하여 마련된 것이었다. 

또한 세계화로 급격한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유산 분야의 난관들을 해결하고자 하

는 것이었다. 

우리의 SG 유산 계획은 4가지 중요한 기둥으로 구성된다. 각각은 싱가포르 유산의 핵심 분야를 다룬다. 

그 중 (무형문화유산을 대표하는) “우리의 문화”는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을 보호하고 권장하려는 것이다. 이 

계획의 일부로서 싱가포르 국가유산위원회(National Heritage Board of Singapore, NHB)는 무형문화유산

의 목록화를 비롯해 다양한 계획들을 도입했다. 이는 공동체에 가까이 다가가고 그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

고자 하는 노력이다.

목록화 노력

싱가포르의 무형문화유산 목록은 2018년 4월에 처음 시작되었다. 목록에는 싱가포르에서 행하고 있는 

70개의 무형문화유산 종목이 등록되었다. 이 목록은 온라인상 (https://roots.sg/learn/resources/ich)에서 

모두 확인가능하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관련 정보와 내용을 기고할 수 있다. 목록에 등록된 종목은 다문화적 

특성을 지닌 싱가포르의 지역 상황에 맞게 관련 관습들이 적응해왔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싱가포르의 문

화 다양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노점 센터, 노점상인, 노점에서 파는 음식으로 이루어지는 “노

점 문화(Hawker Culture)”다. 이는 노점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과 노점센터라 불리는 “공동체 식당”에서 음

식을 먹고 즐기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살아있는 유산이다. 모든 사회계층의 사람들, 다양한 문화의 음식 그리

고 공동의 공간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이 종목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신청을 했으며 

2020년 등재목록에 포함되었다. 

목록을 작성함에 있어서 목록을 구성하는 방식과 포함되어야 하는 종목에 대한 피드백을 얻기 위해 다양

한 핵심 그룹 토론회를 개최했다. 여기에는 문화 연행자, 학계, 비정부기구 대표, 청소년과 학생들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했다. 이러한 핵심 그룹 토론회는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

히 싱가포르의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은 전통적으로 국가 기념물과 유물 등과 같은 유형유산에 초점을 맞추

고 있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합의와 인식을 제고하는 기능도 한다. 

참여와 접근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소통을 증진하기 위한 핵심그룹 토론회 외에도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대중

의 인식을 제고하고 교육하기 위한 노력들은 공동체의 문화관습과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주요 문화행사들은 유산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플랫폼으로서 기능한다. 한 가지 사례가 바로 싱가포르 

유산축제(Singapore Heritage Festival, SHF)다. 이 축제는 싱가포르의 유형유산과 무형유산의 다양한 측면

들을 기념하여 매년 열리는 행사로 전통 상거래, 공연예술, 공연을 통한 의식, 전시, 워크숍과 심포지엄 등이 

열린다. 2019년 SHF는 차 문화, 터츄 오페라(Teochew opera, 호극), 페라나칸(Peranakan)문화, 노점문화 그

리고 가멜란(gamelan, 인도네시아에 기원을 둔 앙상블 악기 연주의 한 장르)과 같은 싱가포르의 다양한 무형

문화유산을 보여주었다. 

NHB가 운영하는 유산기관들 역시 무형문화유산을 증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말레이유산센터(Malay 

Heritage Centre)는 싱가포르의 광범위한 말레이 공동체 내의 다양한 하위 공동체의 무형문화유산을 소개

하는 전시와 프로그램을 보여준다. 이 센터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이웃사람들 그리기(Neighbouring 

Sketches)’로 이는 캄퐁 겔람(Kampong Gelam) 역사지구에서 열리는 야외공연이다. 와양 쿨릿(Wayang 

Kulit, 그림자 인형극), 디키르 바라트(Dikir Barat, 말레이 합창) 그리고 실라트(Silat, 동남아시아에서 공통적

으로 연행되는 무술의 한 종류) 등 거리공연을 통해 대중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무형문화유산을 소개한다. 

현재 싱가포르의 높은 인터넷과 모바일 사용률에 비추어 볼 때, 페이스북,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는 싱가포르의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대화를 장려하고 인식을 증진하는 핵심 수단이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라이브는 더 많은 관객에게 다가가기 위해 문화공연을 방송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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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 경제력 부여

공동체, 단체 그리고 연행자들의 역할은 싱가포르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다. NHB가 공동체 단체의 노력을 지원하는 여러 방식 가운데 하나가 유산보조금제도다. 2013년

에 시작된 이 제도는 유형유산과 무형유산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공동펀드를 제공한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

는 프로젝트에는 출판, 전시, 게임, 영화 그리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이 포함된다. 싱가포르의 무형

문화유산은 보조금은 물론 음식유산에 관한 출판, 싱가포르 소수민족의 의식에 대한 전시 그리고 문화 행사

를 통해 증진되어 왔다. 

공동체 단체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 외에 NHB는 2015년 9월 고등교육기관(Institutes of Higher Learing, 

IHLs), 씽크탱크, 유산기구, 학계 그리고 연구자들이 싱가포르 유산 보호와 기록화를 위한 유산 관련 연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유산연구보조금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무형문화유산은 연구와 자료기록이 최우선 분

야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무형문화유산 관련 연구 활동의 사례로는 ‘구황야탄’(Nine Emperor Gods Festival, 

동남아시아의 중국 공동체에서 음력 9월에 열리는 종교적 축제)과 실라트의 기록화 사업을 들 수 있다. 

보조금 지급 이외에 NHB는 공동체와 공동으로 전시회도 개최해왔다. 2018년 후반 인도유산센터(Indian 

Heritage Centre)가 개최한 “해협의 체티 멜라카 - 페라나칸 인도 공동체의 재발견(Chetti Melaka of the 

Straits-Rediscovering Peranakan Indian Communities)”전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전시는 체티 멜라카 공

동체1)의 역사와 문화관습을 주제로 한 것이었다. 전시는 페라나칸 인도인 연합회와 공동 기획한 것으로 연합

회는 전시를 위해 유물, 전통의상, 기록, 사진, 전통음식 조리법 등을 제공해주었다. 전시를 통해 싱가포르의 

5,000여개 소수 공동체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사례로는 NHB와 크레타 아이에르 공동체 클럽

이 공동기획한 크레타 아이에르 유산 갤러리(Kreta Ayer Heritage Gallery)이다. 전시회에서는 중국공동체와 

주변에 있는 예술문화단체의 다양한 무형문화유산, 예를 들어 오페라, 인형극, 난인(Nanyin) 음악, 서예, 다

회 등을 보여준다. 공동체가 기부한 유물도 전시된다. 

결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상호연관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기술적 진보와 도시와 국가를 이어

주는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사람과 문화 간의 상호작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모든 사회와 국가 내에서 일어나는 분열, 긴장 그리고 갈등도 목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형문화유산은 

1)   체티 멜라카는 15-16세기에 멜라카에 처음 정착한 타밀족 무역상들의 후손들로 구성된 공동체이며 지역의 말레이나 중국계 여성과 결혼하여 후
에 싱가포를 비롯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사람과 문화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화적 이해와 공감은 사회 결속력을 강화하고 싱가포르와 같

은 다문화 사회의 공동체 간의 상호존중을 증진하는 중요한 요소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는 세대를 이어 지

속해야 할 긴 여정이며 공동체, 단체 그리고 개인은 물론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기관의 협력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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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gapore is a culturally diverse society and one of the most religiously diverse nations of the world, 

and the understanding of cultural practices aids in fostering dialogue and social cohesion in such a social 

context. This paper discusses the important rol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in fostering a deeper 

appreciation of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among people, particularly in an era where societies 

around the world are facing complex effects of social diversity, movements of people and the effects 

of globalisation. It highlights the efforts to safeguard ICH in Singapore through partnerships between 

government agencies,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the community. 

Multiculturalism in Singapore

Singapore has historically been a trading hub for centuries even before the colonial period of our 

history and remains a major centre for commence, trade, shipping, tourism and cultural exchange in the 

region and on the international arena. Such links to the region and the world has brought about diversity 

and vibrancy to the cultural heritage of Singapore, making it the most religiously diverse nation in the 

world (Pew Research Centre, 2014). Its heritage is often influenced by cultures which may originate from 

countries such as China, India or the Malay Archipelago. 

The principle of multiculturalism has been a cornerstone of Singapore’s social fabric since the 

independence of the nation in 1965 and continues to be an important trait of the Singapore identity. The 

different ICH elements reflect the multicultural dimension of our society. Diversity of cultures, beliefs 

and practices are recognised to have contributed to the Singapore identity (MCCY, 2019). Openness, 

Multiculturalism and Self-Determination have been identified as the core traits of the “Singaporean 

DNA” (Singapore Bicentennial Office, 2019), as part of events held in 2019 to commemorate 200 years 

since the arrival of the British in 1819. 

Importance of ICH to Singapore

In view of the effects of globalisation experienced throughout the world, ICH is an important factor 

in maintaining cultural diversity and cohesion among societies. In an era where news regularly features 

reports of discrimination, segregation and social tensions, the socio-cultural importance of ICH cannot be 

overstated. According to UNESCO, “An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different communities helps with intercultural dialogue, and encourages mutual respect for other ways 

of life”. Moreover, ICH forms an important part of the identities of communities and individuals. Smith 

(2006) references Bourdieu’s Forms of Capital and cites heritage as being part of the cultural capital that 

helps a person to identify to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class. 

ICH is gaining greater appreciation in Singapore in recent years. At the national level, ICH gives 

Singapore its “soul”, identity and distinctive character, and also contributes to the city’s identity as a 

cultural melting pot. At the local level, ICH defines the cultural identities of communities and individuals. 

The multiculturalism in Singapore is manifested in its many different forms of ICH, of which festivals 

are possibly the most visible and accessible, and are often inclusive to people of different cultural and 

socio-economic backgrounds. Festivals often include a celebratory atmosphere, and takes place beyond 

the confines of the home, and in public spaces and the workplaces. They provide opportunities for people 

to interact and express their identity, cultural norms and shared interest, thereby promoting greater 

dialogue and understanding of cultural practices. Kong (2019) sums this up aptly in her comments on the 

importance of cultural festivals in strengthening the social cohesion of the Singapore Society:

“Festivals are just the occasion to reflect upon what it means to be human, to learn about our heritages, 

to reflect on the values they stand for, and to reach across communities, promoting greater shared 

understanding and ultimately building a stronger, more cohesiv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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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etheless, diversity can result in tensions among communities at times, particularly those with 

different cultural practices. In 2011, a “Curry Dispute” broke out between neighbours. One, a family 

which had migrated from China, and another - a Singaporean Indian family. The Chinese family 

was upset by the strong smell of curry prepared by their neighbours, a common dish among Indian 

communities in Singapore. The dispute was eventually settled in a mediation centre, where the Indian 

family agreed to cook curry only when their neighbours were out. This was reported in the news and 

resulted in strong public uproar, with many expressing dismay on the insensitivities and intolerance of the 

cultural practices of others, and that such behaviour was deemed unacceptable in a multicultural society 

(Infopedia, 2015). This incident illustrates that efforts to maintain and strengthen social cohesion is a 

continuous journey that government organisations, communities and individuals have a role to play. 

Our SG Heritage Plan

2018 was a major year for the heritage scene in Singapore. In February, Singapore ratified the 

UNESCO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CH, and in April the same year, the “Our SG 

Heritage Plan” was launched. This is the first master plan for Singapore’s heritage sector and outlines the 

broad strategies and initiatives for the sector from 2018 to 2022. The plan was developed in response to 

the growing interest in heritage among Singaporeans, and the increasing number of people who wish to 

play an active role in protecting heritage. It was also formulated to deal with the challenges in the heritage 

sector, in the context of a globalised world with rapid changes to our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 

Our SG Heritage Plan comprises four pillars, each covering a key area of Singapore’s heritage, of 

which the pillar of “Our Cultures” (representing ICH) seeks to safeguard and encourage the transmission 

of ICH. As part of the plan, the National Heritage Board of Singapore (NHB) has introduced various 

initiatives, including the inventory of ICH, efforts to engage and reach out to communities and 

empowering the community. 

Inventorying Efforts

The inventory of ICH in Singapore was first launched in April 2018, and includes 70 elements that 

are practiced in Singapore. The inventory is fully online (https://roots.sg/learn/resources/ich) and allows 

viewers to contribute information and content. Elements on the inventory highlight the adaptation to 

the local Singapore context and where relevant, multicultural aspects associated with the practice. 

An example of an element that represents multiculturalism in Singapore is “Hawker Culture”, which 

comprises hawker centres, hawkers and hawker food, and is a living heritage shared by those who 

prepare hawker food and those who dine and mingle over hawker food in “community dining rooms” 

called hawker centres. It encompasses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a wide range of multicultural food 

and common shared spaces. The element has been nominated for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of 

ICH and has been included in the list of files for the 2020 cycle. 

In developing the inventory, various focus group discussions were held involving diverse stakeholders, 

including cultural practitioners, academics, representatives from non-government organisations, youths 

and students, to seek feedback on elements to be included and ways in which the inventory should be 

structured. Such focus group discussions allow the involvement of the community, and also serve to build 

consensus and raise the awareness of ICH, especially as the knowledge of cultural heritage in Singapore 

has conventionally focused on tangible heritage, such as national monuments and collections of artefacts. 

Engagement & Outreach

Beyond focus group discussions to encourage dialogue on ICH, efforts to educate and promote greater 

interest and public awareness of ICH are important for enhancing greater understanding and respect for 

cultural practices and cultural differences among communities. 

Major cultural events serve as platforms to promote greater awareness of heritage. One example 

is the Singapore Heritage Festival (SHF), an annual event that celebrates the different aspects of 

Singapore’s tangible heritage and ICH by showcasing traditional trades, performing arts, rituals through 

performances, events, exhibitions, workshops and symposia. In 2019, the SHF featured many aspects of 

Singapore’s ICH, such as tea culture, Teochew opera, Peranakan culture, hawker culture and gamelan (a 

genre of ensemble instrumental music that has origins in Indonesia). 

Heritage institutions managed by the NHB also promote ICH. The Malay Heritage Centre, for 

example, presents exhibitions and programmes that showcasing the ICH of the various sub-communities 

within the wider Malay community in Singapore. A signature programme by the centre is Neighbourhood 

Sketches, a series of outdoor performances held within the historic precinct of Kampong Gela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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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me brings diverse and rich forms of ICH to the public, through street performances that include 

Wayang Kulit (shadow puppet theatre), Dikir Barat (Malay choral singing) and Silat (a form of martial 

arts commonly practised in Southeast Asia).

Social media platforms, including Facebook, YouTube and Instagram are key channels for promoting 

awareness and encouraging dialogue on ICH in Singapore, given the high rate of internet and mobile 

phone usage in Singapore. For example, Facebook Live feed are used to broadcast cultural performances 

in order to reach out to a wider audience.

Empowering the Community

The role of the community, groups and practitioners is paramount to the safeguarding and transmission 

of ICH in Singapore. One of the ways that the NHB supports the efforts of community groups is through 

the Heritage Grants scheme. Launched in 2013, the scheme provides co-funding for projects relating to 

tangible heritage and ICH. These include publications, exhibitions, games, films and mobile applications. 

Many aspects of ICH in Singapore have been promoted through the grants, including publications on 

food heritage, exhibitions on rites and rituals of the different ethnic groups of Singapore and cultural 

events. 

In addition to supporting the efforts of community groups, the NHB launched the Heritage Research 

Grant scheme in September 2015, to encourage institutes of higher learning (IHLs), think-tanks, heritage 

organisations, academics and researchers to embark on heritage-related research for the documentation 

and safeguarding of Singapore’s heritage. ICH has been identified as a priority area for research and 

documentation. Some examples of ICH-related research efforts, including the documentation of the Nine 

Emperor Gods Festival (a religious festival held in the ninth lunar month among Chinese communities in 

Southeast Asia) and Silat. 

Beyond the provision of grants, the NHB has worked with communities to co-create exhibitions. 

An example is the exhibition of “Chetti Melaka of the Straits – Rediscovering Peranakan Indian 

Communities” held at the Indian Heritage Centre in late 2018. The exhibition centres on the history and 

cultural practices of the Chetti Melaka community1). The exhibition was co-created with the Association 

of Peranakan Indians who contributed artefacts, traditional clothing, memories, photos and recipes of 

traditional food for the exhibition. The exhibition brought about greater understanding of the culture of 

this minority community of 5,000 in Singapore. Another example is the Kreta Ayer Heritage Gallery, 

which was co-created by NHB and the Kreta Ayer Community Club. The gallery showcases different 

aspects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he Chinese community and the arts and cultural groups 

located around the area. These include opera, puppetry, Nanyin music, calligraphy and tea appreciation. 

Artefacts donated by the community are also on display. 

Conclusion

Our world today has become much more inter-connected where interactions between people and 

cultures have increased due to technological advancements and improved transport links between 

cities and nations. However, we are also seeing the divisions, tensions and conflicts in societies and 

countries across the world. In such a context, ICH plays an important function in bridging people and 

cultures. Strengthening cultural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is important in social cohesion and 

promoting mutual respect among communities in multicultural diverse societies, such as Singapore. The 

safeguarding of ICH is a continuous journey that has to continue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one that 

requires the support and partnership of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as well as the public sector 

organisations and the private sector. 

1)   The Chetti Melaka are a community who are descendants of Tamil traders who first settled in Melaka during the 15th-16th century and married local women 
of Malay and/or Chinese descent and subsequently migrated to other parts of the region, including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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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2-3

새로운 환경에서 고대의 무형문화유산 활성화

카르마 푼초 (부탄 로덴재단 이사장)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는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전에 없는 이주현상을 목도해 왔다. UN에 따르면 

“전 세계 도시인구는 1950년 7억5천백만 명에서 2018년 40억 2천만 명으로 급성장했다.”오늘날 세계인구

의 55%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2050년이 되면 68%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다.1) 이러한 이주는 특히 전 세계인구 대다수를 이루는 저개발국가에서 두드러지며 도시화 비율은 아시아가 

가장 높다.

역사적 고립과 전통적 생활방식을 잘 보존한 것으로 알려져 있던 부탄 역시 도시화에서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도시 성장의 놀라운 사례가 되고 있다. 겨우 50년 전만해도 부탄에는 도시가 하나도 없었다. 부탄은 

전부 작은 마을로 이루어져 있었다. 심지어 수도인 팀푸(Thimpu)조차도 거의 4세기 동안 계곡의 몇 개의 작

은 마을과 정부기관, 수도원의 본사가 있는 요새 종(dzong)이 흩어져 있었을 뿐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성장

하고 있는 대도시 팀푸에서 보고 있는 환경의 99%가 196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이다. 1963년에 찍은 

팀푸 사진을 보면 계곡은 너른 논이 있었지만 지금은 빽빽한 숲이 되었다. 20세기 말에 찍은 남부 팀푸의 사

진은 팀푸의 교외지역이 얼마나 급속도로 성장했는지 보여준다. 

60년 전 도시 하나 없었던 부탄은 노동주거부에 따르면 현재 인구의 약 40%가 20개 주요지역의 도시와 

20개 위성도시에서 살고 있다. 그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47년까지 56.8%까지 늘어날 것으

로 예상된다.2) 이는 1999년 15%에서 2005년 31%로 도시인구가 2배가 된 것을 고려하면 매우 적게 예상한 

것이며, 매년 7.3%까지 증가할 것이라고도 한다.3) 농촌마을에서 도시로 변화한 것처럼 부탄은 경제적으로 

자급적 영세 농업에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로, 사회적으로는 과거 대부분 구전되던 사회에서 음향과 영상기

1) https://www.un.org/development/desa/publications/2018-revision-of-world-urbanization-prospects.html Retrieved on 3 September 2019.

2) National Statistics Bureau (2019), Population Projection Bhutan 2017-2047, Thimphu: National Statistics Bureau of Bhutan, p. 25.

3)   Ministry of Works and Human Settlement (2016), Nation Report: The 3rd UN Conference on Housing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retrieved http://
habitat3.org/wp-content/uploads/Bhutan_Habitat-III-National-Report.pdf on 22/9/2019

록의 사회로, 정치적으로는 중세 불교 군주제에서 양원제 민주주의로, 문화적으로는 자연 지향적·정신적 체

계에서 세속적·과학적 세계관으로 이행했다. 부탄의 대다수 시민들은 지난 50년 동안 도로, 전기, TV, 전화, 

인터넷 그리고 사회매체가 자신들의 공동체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와 인구변화는 유형적·물리적 환경과 무형적·사회적·문화적 체계의 변화를 의미한

다. 불교 격언에 빗대면 우리는 노드(nod) 또는 외부의 경관과 추드(chud) 또는 내부 사람들 모두에게서 변

화를 발견한다. 두 가지 중 도로, 주택, 하수도, 공원 등과 같은 외부의 도시 인프라 건설은 수입품과 최신 기

술 등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빨리 그리고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다. 주된 개발 노력은 그러한 물질적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구나 소비주의와 도심의 공공 편의시설은 이들 중심지로 사람들을 끌어 모은다. 이는 

이어서 도시 인프라의 성장과 기존 환경의 성장을 추동한다. 

하지만 편의시설을 관리, 유지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지원체계의 무형문화개발과정은 

문화교육과 훨씬 더 많은 사회 조직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물질적 시설은 몇 년이면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을 

책임 있게 사용하고 유지하는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에는 수십 년이 걸린다.

부탄의 전기화는 좋은 사례이다. 약 60여 년 전 전기가 도입된 이후 전기는 현재 부탄 전국에 보급되었다. 

부탄은 수력발전소 건설, 가정에 전기 공급 그리고 전자제품의 구입은 잘 되고 있지만, 안전한 전기설비와 책

임 있는 전기 사용에 대한 일반적 지식과 관련 문화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 결과 현재 부탄에서 발생하

는 대부분의 가정의 화재는 바로 합선에 의한 것이다.

전기와 같은 현대 편의시설은 부탄 시민들에게는 낯선 것이며 따라서 결연한 규제 노력과 소비자교육이 

요구된다. 하지만 부탄의 도시 지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다른 많은 문제는 이와는 다르다. 이 문제들은 사

회적·문화적 관습을 활성화해야 극복 가능한 것이다. 이들 관습은 수세기 동안 작은 마을에서 유지되어 왔던 

것들이다. 알코올중독은 여기에 딱 들어맞는 사례이다. 알코올성 간질환은 지난 10년간 부탄의 사망원인 1

위이다. 거의 모든 부탄의 마을은 술을 마시는 문화가 강한데 특히 축제 기간에 더 많이 마신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전통적인 공동체에는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강력한 사회지원체계도 있

다. 우선 집에서 담그는 술의 공급을 제한한다. 만약 개인이 술을 많이 마시면 그 사람의 시중을 드는 아내가 

보통 수차례 술이 돌아간 후 이를 제한할 것이다. 가족들, 이웃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필요하면 상담도 하

고 여러 방법을 강구한다. 공동체는 하나라는 정체성과 공동체의 연대라는 일반적 관습은 개인이 심각한 알

코올 중독이 되는 것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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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한 사람이 새로운 도시 환경에서 알코올 중독이 되면 그 사람은 사회지원체계에서 소외된다. 

술은 대규모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기 때문에 무한정 공급되고 때로는 외상으로도 판다. 바텐더는 가능한 한 

많은 술을 팔고자 한다. 많은 인구가 집중되는 도시가 주는 익명성으로 그 사람은 사회적 존중감과 책임감을 

덜 갖는다. 가족, 친구, 이웃으로부터의 지원과 관심은 도시 지역에서는 일반적이지 않다. 그곳에서 개인은 

보통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삶을 산다. 따라서 알코올 남용은 도시지역에서 더 심각해지며 이는 심각한 경제

적·사회적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와 시민사회 조직이 기초적인 대책은 취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책임 있는 시민에 대한 담론은 외국의 시민사회 관습과 비정부 기구를 모델로 한 것이다. 기존의 전통 지원체

제와 전통적인 공동체의 유익한 문화관습을 전환하고 적용하려는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없었다. 

부탄에는 공공의 선을 위해 사회를 조직하고 공동체 구성원을 동원할 수 있는 체계가 이미 있으므로 우리

는 국가와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풍부한 사회조직의 전통과 거버넌스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면면히 이어온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 중의 하나인 부탄은 풍부한 통치조직의 유산, 사법관

습, 사회계약과 기준 그리고 공동체의 조직적 체제와 전략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우라(Ura)의 공동체는 아직도 고대의 조직체계와 사회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17

세기에 자브드룽 느가왕 남기얄(Zhabdrung Ngawang Namgyal)이 부탄을 통일하기 전부터 존재했다. 심지

어 오늘날에도 우라에서는 마을의 화합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거번넌스와 행정체계와 더불어 마을을 4개

의 도(dho, 단위)로 나누고 레첸(letsen)과 타자(taza)라고 부르는 가구가 돌아가면서 마을 활동을 이끌고 자

원을 동원하는 관습이 행해지고 있다. 

마을에는 종교 기념물을 포함한 마을 공동영역, 목초지, 물 자원, 숲 그리고 마을 행사 개최와 같은 공동 

공간의 유지에 관한 불문의 사회계약이 존재한다. 1주일간 이어지는 우라 약초에(Ura Yakchoe) 축제 규정과 

규칙만도 큰 책 한권 분량이다. 왜냐하면 모든 관련 내용을 다 명문화하여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수십 년 전

까지만 해도 모든 내부 분쟁은 법원이 아니라 지역 원로의 중재와 화해를 통해 해결했다. 마을은 상을 당한 

유가족을 돕고, 계절별 종교의식을 수행하며, 응급상황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함께 일하고, 노동과 물품을 

교환하는 등 적절한 사회지원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는 부탄의 모든 마을에서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켕(Kheng) 지역의 느강라 트롱(Ngangla Trong)의 여

기저기 흩어져있는 공동체는 사원을 가꾸고, 주요한 세 부족, 즉 브렐라(Brela), 람멘파(Lhamenpa) 그리고 

비야르파(Bjarpa)가 돌아가면서 연례 축제를 기획하는 매우 정교한 사회체제를 갖추고 있다. 비록 이러한 전

통이 대개는 성문화되어 있지 않고 구전으로 전승되었지만 공동체 구성원들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시

민적 책임감과 참여의 지역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시민 전통은 공동체를 하나로 연결하고 유지시키는 

사회적 접착제 역할을 한다. 공동체는 상호의존적이고 동일한 사회적·지리적 공간에서 서로의 삶이 연결되

어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공동체 참여와 사회 활동이 미치는 영향과 혜택을 잘 알고 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시골 지역을 떠나 새로 생긴 도시에 정착하여 살게 되면서 마을의 시민 사회의 오랜 

관습과 공동체 동원이 줄어들고 있다. 물질적인 구조와 편의시설의 발전은 빠른 시간 안에 이룰 수 있지만 무

형적 사회지원체계에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는 심각한 사회적 분열과 정신건강의 문제를 불러온

다. 2019년 가을에 2명의 소녀를 성폭행한 사건과 사회매체의 분노 그리고 그들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요

구는 공동체 정신의 와해와 사회적 가치와 도덕체계의 붕괴를 보여준다.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사 가면서 새로운 도시 지역에 전통적인 시민문화를 효과적으로 이식하

기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팀푸의 경우, 초그파(tshogpa) 또는 협회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 조직은 기본적으로 자기 출신 마을의 복지를 위해 만든 것이었다. 이들 협회는 마을의 개발과 마을의 여러 

다른 문제 해결을 돕는 것 외에 마을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한다. 마을의 여러 지역, 심지어 다른 

마을에 흩어져 살아도 같은 마을 출신의 사람들은 함께 모여 아플 때나 누군가 상을 당했을 때 서로 돌보아 

준다. 이를 통해 부탄은 공동체 조직과 사회적 지원체계를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 비공식적인 초그파 문화를 통해 현재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가까이 사는 이웃보다 다른 

마을에 사는 같은 지역 출신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더욱 연결되어 있다. 그들은 자신의 주변에 대한 주인의식

이나 가까이 사는 이웃과의 관계성은 약하다. 시골과는 달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지역의 공공 자원 또는 공

동체 조직의 활용을 위한 결정과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공자원은 대부분 국가나 지방정부 당국

이 제공하거나 이들의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지속가능성을 위해 전통적인 공동체 관습을 재정비하고, 이웃

관계를 관리하는 사회적 의무, 계약 또는 공동체 관습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것들을 새로운 도시의 이웃관

계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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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맥락에서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새로운 도시 지역에서 그것들을 증진하기 위해 나와 

우리 팀은 현재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1. 보존과 용이한 보급을 위한 명문화와 부탄의 구전 및 예술문화의 녹취 및 영상녹화를 통해 기록한다.

2.   지역의 예술, 공예, 기술, 관습의 연행자들이 자신들의 문화유산을 통해 유의미한 일자리와 수입을 얻

을 수 있도록 농촌 문화기업 개발

3.   우라 약초(Ura Yakcho) 축제의 불문율 규정을 명문화, 공식화, 성문화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다른 공동

체 조직과 축제에 관한 구전되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표본으로 활용될 수 있다.

4.   전통적 공동체 관습을 유지하고 다른 공동체가 적용할 수 있는 표본을 마련하기 위해 우라 공동체 협

회를 공식화하며, 시민사회조직으로 공식 등록한다.

5.   지역 도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팀푸의 창강카(Changangkha) 사원 내외 주변지역의 새로운 거주

자들을 가입시키고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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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Karma Phutsho (Loden Foundation of Bhutan) 

In the past decades, the world has seen unprecedented migration of people from rural communities 

to urban centres. According to the UN, “the urban population of the world has grown rapidly from 751 

million in 1950 to 4.2 billion in 2018.” Today, 55% of the world’s population is reported to live in urban 

areas, and this is expected to increase to 68% by 2050.1) Such migration is particularly intense in the less 

developed countries, which make the majority of global population, and the rate of urbanisation is highest 

in Asia.

In spite of its historic isolation and renown for conservation of its traditional way of life, Bhutan is 

no exception to the process of urbanisation. On the contrary, it stands out as a striking example of urban 

growth. Just over half a century ago, there was not a single town in Bhutan. The country was entirely 

made up of villages. Even Thimphu, the nation’s capital for nearly four centuries, was a valley of a few 

scattered villages and the dzong fortress, which housed the government and monastic headquarters. Over 

99% of the built environment we see today in the growing metropolis of Thimphu was built after 1960s. 

The picture of Thimphu taken in 1963 shows the valley of open rice fields, which have today become 

a concrete jungle. The picture of south Thimphu taken at the turn of the century shows how fast the 

suburban areas of Thimphu have grown.

With no urban centres sixty years ago, Bhutan has about 40% of its population living in 20 main 

district towns and 20 sattelite towns,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Works and Human Settlement. The 

number is constantly rising and is projected to go up to 56.8% by 2047.2) This is a very conservative 

1) https://www.un.org/development/desa/publications/2018-revision-of-world-urbanization-prospects.html Retrieved on 3 September 2019.

2) National Statistics Bureau (2019), Population Projection Bhutan 2017-2047, Thimphu: National Statistics Bureau of Bhutan, p. 25.

projection as the country saw the urban population double from 15% in 1999 to 31% in 2005, and it is 

said to be growing by by 7.3 % each year.3) Like the transition from rural villages to urban towns, Bhutan 

has also economically moved from subsistence farming to capitalist market economy, socially from a 

largely oral past to an audio-visual society, politically from a medieval Buddhist monarchy to a bicameral 

parliamentary democracy, and culturally from nature-oriented spiritual system to a secular and scientific 

worldview. Bhutan is going through a massive change in which majority of the citizens have seen motor 

roads, electricity, television, telephones, internet and social media come to their communities in a span of 

some 50 years.

Such systemic changes and demographic shifts consist of transformations in both the tangible, 

physical environment and the intangible, social and cultural systems. To put it in a Buddhist idiam, 

we witness changes in both the nod or external landscape and the chud or internal people. Of the two, 

the creation of external urban insfrastructure such as roads, houses, sewers, parks, etc. are achieved 

relatively quickly and easily, using imported materials and knowhow enhanced by advanced technology. 

Mainstream development efforts are also focussed on such material conditions. Moreover, the lure of 

consummerism and public amenities in the urban centres attracts people to these centres, which in turn 

fuel the growth of urban infrastructure and built environment.

However,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intangible culture of social support systems to manage and 

maintain the facilities and address social challenges needs much greater efforts of cultural education and 

social organisation. While physical facilities can be built in a span of few years, the culture to use them 

responsibly and sustain them takes many decades to develop.

Electricification in Bhutan is a good example. Since its introduction some 60 years ago, electricity 

has today reached all parts of the country. While Bhutan has done well in building hydropower stations, 

connecting homes to the grid and procuring electrical appliances, the general knowledge and culture 

of safe installation and responsible use of electricity still remains poor. As a result, most house fires in 

Bhutan today are caused by electric short circuits.

3)   Ministry of Works and Human Settlement (2016), Nation Report: The 3rd UN Conference on Housing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retrieved http://
habitat3.org/wp-content/uploads/Bhutan_Habitat-III-National-Report.pdf on 22/9/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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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facilities such as electricity are new to the Bhutanese citizenry, and thus require concerted 

efforts of regulation and consumer education. However, this is not the case with many other challenges 

Bhutan’s urban areas are facing. Many challenges can be overcome by revitalizing the social and cultural 

practices, which existed in the villages for many centuries. Alcoholism is a case in point, alcohol liver 

disease being a top cause of death in Bhutan for about a decade. Almost all Bhutanese villages have a 

robust culture of drinking, particularly during festive occasions. However, the traditional communities 

also have a strong support system in place to help a person abusing alcohol. To be begin with, the supply 

of alcohol is limited as it is brewed at home. If the person abuses alcohol, the house-wife serving the 

person would normally refrain after serving a couple rounds. Family members, neighbours and villagers 

provide counselling and controlling measures when necessary. One’s sense of community identity and 

the general practice of community solidarity restrain the person from becoming a serious alcoholic.

When the same person abuses alcohol in a new urban environment, he or she is deprived of the social 

support system. Alcohol flows unlimited, having been produced in large factories, and sometimes even 

sold on debt. The bartender only wishes to sell as much alcohol as possible. With the anonymity granted 

by a populated urban centre, the person has less sense of social respect and responsibility. Support and 

care from family, friends and neighbours are less common in urban places where people generally live 

very private individualistic life. Thus, alcohol abuse becomes worse in a new urban place, leading to 

serious economic and social consequences.

To overcome such challenges, fledging steps are being taken by the state and Civil Society 

Organisations. However, their discourse on a civil society and responsible citizenry are modelled on a 

foreign practices of civil society and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No serious effort has been made 

to transfer and adopt the existent traditional support systems and beneficial cultural practices from the 

traditional communities.

As Bhutan’s systems for organizing society and mobilizing community members for public good 

evolves, it is imperative that we look at the rich tradition of societal organisation and governance both 

on the level of the national state and the local communities. Being a soceity with uninterrupted ancient 

history and one of oldest nations in the world, Bhutan has a rich heritage of governance systems, 

fiduciary and judiciary practices, social contracts and norms, and community organisational structures 

and strategies.

The community in Ura, for example, still practices ancient organisational structures and social 

schemes, which existed before the unification of Bhutanese valleys into one nation state by Zhabdrung 

Ngawang Namgyal in the 17th century. Even today, the subdivision of the village into four dho or units 

and the rotation of households called letsen and taza to lead village activities and mobilize resources are 

practised in Ura alongside alongside the national systems of governance and administration in order to 

help maintain the village in harmony.

The village has many unwritten social contracts on the maintenance of public spaces including 

religious monuments and village commons, distribution of resources such as pastures, water sources and 

forests, and the execution of village events. The codes and rules for the weeklong Ura Yakchoe festival 

alone amounts to a big book as we try to put them into writing. Until a few decades ago, all internal 

disputes were settled through mediation and reconciliation by local elders without recourse to the formal 

court. The village had social mechanisms in place to help the bereaved, conduct seasonal religious rituals, 

work together in the event of emergency and disasters, and conduct exchanges of labour and goods.

This was true for almost all Bhutanese village communities. Even the scattered community of 

Ngangla Trong in Kheng region has a very sophisticated social system of looking after the temple and 

organising the annual festival in rotation among its three main tribes of Brela, Lhamenpa and Bjarpa. 

The community has local traditions of civic responsibility and engagement, taken very seriously and 

sincerely by its members although these traditions are largely unwritten and passed down orally. Such 

civic traditions served as the social cement to hold the communities together and were sustained because 

the communities lived visibly interdependent and connected lives within the same social and geographic 

space. The community members felt the impact and benefit of such community engagements and social 

actions.

Today, as large numbers of people leave rural villages to settle in new urban towns, the old practices 

of civil society and community mobilisation in the villages are declining. While material development 

of structures and amenities takes place with good speed, adequate attention is not being given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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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angible social support systems. This has lead to a serious social disruption and rising mental health 

issues. The rape of two young girls in September 2019, the social media outrage and demand to reinstate 

capital punishment are signs of breakdown of community spirit and erosion of social values and moral 

systems. 

As people moved from rural villages to urban centres, no serious steps have been taken to effectively 

transfer the traditional civic culture to the new urban areas. In Thimphu, it is not uncommon to find 

tshogpa or associations, which are formed primarily to attend to the welfare of the village they came 

from. In addition to helping development and other issues in village, these associations also provide 

social support to village diaspora. Despite being distributed in different parts of the town or even in 

different towns, people originating in the same village come together to look after each other in times of 

illness and bereavement. This shows the strong Bhutanese tendency for community organisations and 

social support systems.

Ironically, through the informal tshogpa culture, people living in towns today are socially more 

connected to people of the same origin in another part of the town than their immediate neighbour. They 

have much less sense of ownership of their surroundings or connection to their neighbours. Unlike in 

the villages, they are not involved in a decision making process for the use of local public resources 

or community organisation as most of these are provided and regulated by the state or municipality 

authorities. For sustainability, it will be important to reappropriate the traditional community practices 

and adopt them in new urban neighbourhoods in order to develop social obligations, contracts or 

community practices to run and manage the neighbourhoods.

In order to help preserve the local intangible cultures in their traditional setting and also to promote 

them in new urban centres, I and my team are currently engaged in the following projects:

Document the written, oral and artistic cultures of Bhutan in audio-visual recordings for preservation 

and easy dissemination.

Develop cultural and rural enterprises to help local practitioners of arts, crafts, skills and practices 

gain meaningful employment and income from their cultural heritage.

Write down, formalize and codify the unwritten codes and rules for the Ura Yakcho festival, which 

can be subesequently used as a template for writing down the oral rules of other community organisations 

and festivals.

Mobilise and formalise the Ura community association, and seek official registration as civil society 

organisation in order to sustain the traditional community practices, and also create a template which 

other communities can adopt.

Initiate and mobilize the new settlers in and around Changangkha temple in Thimphu to form a local 

urban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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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2-4

메이드51(MADE51): 글로벌 장인 가치사슬에 난민을 편입하기 위한 

유엔난민기구의 주요 프로젝트

오호흐 르부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관)

유엔난민기구(UNHCR)는 134개국에서 2,590만명의 난민을 보호 및 지원하고 있다. 이들 난민 중에는 다

양하고 재능 있는 장인(artisan)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난민들은 민족을 정의하는 전통과 기술, 지식, 공예술을 함께 가지고 고향을 떠나온다. 부르키나파소 투

아레그족의 가죽세공, 레바논 시리아인의 정교한 자수 등 난민들은 이러한 예술적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성

장하고 있는 글로벌 장인 경제에 참여하고 싶어한다.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존재한다. 개도국에서 공예부문은 농업에 이어 두번째로 큰 고용시장이다. 

장인 공예품의 국제 무역은 연간 360억 달러 규모에 달하며, 수공예품 수출의 65%는 개도국에서 발생하고 있

다. 1) 적절한 지원이 뒷받침되면 난민 장인들이 각자의 재능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다는 말이다. 

난민들에게 있어 공예품은 주로 여성을 위한 치료요법으로 사용된다.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면서 여성들은 

고립에서 벗어나 유대를 형성하고 치유된다. 하지만 난민들의 경제적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공예품은 수익 

창출로 이어져야만 한다.

난민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외부 시장에 판매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적 규제, 고립, 디자

인에 관한 한정된 지식, 기본 사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 등이 주요 장애물로 작용한다. 그 결과 난

민들은 글로벌 장인 경제에서 소외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장인 가치사슬에 난민을 편입할 수 있는 실행 가

능하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 

1)   “Weber, Johanna Michaela. 2018. Managing for Growth and Inclusion : Four Levels of Capabilities and a 12 Steps Program. World Bank, 
Washington, DC. © World Bank.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handle/10986/30995 License: CC BY 3.0 IGO.”

메이드51(MADE51)은 이를 위해 만들어졌다. 유엔난민기구는 전통기술의 현대화, 사업수완 개발, 사회

적 기업과의 협력, 제품 공급을 위한 소매 브랜드 및 구매자와의 연계 등 각종 지원을 통해 난민 장인들의 작

품을 수요가 있는 세계 시장과 연결해주고 있다.

난민 장인들이 글로벌 장인 가치사슬에 참여할 때 다음과 같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

- 각자의 예술적 전통을 표현한다

- 각자의 문화·유산을 보호한다

- 사업·직업적 기술을 습득한다

-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회복한다

- 소득을 얻고 원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며 자립성을 키운다

메이드51 모델의 주요 구성요소

그림1. 메이드51 모델

메이드51 모델은 난민 장인들이 만든 현대식 공예품을 지속가능하고 확장가능한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

에 편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모델의 주요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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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메이드51은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물류, 비즈니스 코칭, 기술 등 주요 업계 리더들로부터 전문지

식을 구하여 진행되는 협력적 사업이다. 민간 기업과 개발부문 관계자들이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하여 각자

의 핵심적인 비즈니스 전문지식을 활용해 메이드51 모델을 개선 및 지원하고 있다.

혁신적 마케팅 플랫폼

메이드51은 글로벌 난민 장인 공예품 컬렉션과 구매자를 연계한다. 큐레이션, 브랜딩,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난민 장인들의 제품을 시장과 연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메이드51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통해 난민 장인

들을 위한 꾸준한 수요를 창출하고자 하며 특별 컬렉션을 기획하기도 한다.

지역 기업 참여

메이드51은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지역의 난민 수용국에 있는 난민 장인들과 공예부문의 지역 사회적 

기업들을 연계한다. 메이드51은 디자인, 생산관리, 수출, 마케팅 분야의 검증된 경험을 기반으로 사회적 기

업을 선정하며, 이들과의 협력은 메이드51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난민 수용국에 위치한 각 사회적 기업은 난민 장인 집단과 직접 협력하여 메이드51만의 고유한 상품라인

을 만들고 이를 기업의 기존 상품과 함께 판매한다. 메이드51은 난민 공예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회적 

기업에 신규 구매자를 연결해준다. 이는 난민 공예품은 물론 기존 기업 제품에 대한 주문으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 사회적 기업은 난민 장인들에게 각자의 기술을 활용하여 공정무역을 준수하는 글로벌 가치사

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난민 공예품은 사회적 기업에게 더 큰 수익을 안겨준다. 이는 국가 무

역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기업으로 하여금 지역 공동체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한다. 즉, 난

민 장인들이 수용국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난민 수용국 중 일부는 세계 극빈국에 해당한다).

윤리·준법

메이드51은 세계공정무역기구(WFTO)와 함께 윤리·준법 기준을 제시한다. 이는 사회적 기업이 난민들

과 일할 때 반드시 지켜야하는 기준으로, 모든 장인이 적정한 임금을 받고 양질의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공정무역의 10대 원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메이드51은 구매자들이 윤리적으로 생산된 제품을 중

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이는 난민 보호와 공정무역 관행의 준수를 확인해야 하는 유엔난민기구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유

엔난민기구의 현장 직원과 세계공정무역기구는 주기적으로 직장 내 관행을 감독하고 사회적 기업이 공정무

역 인증을 받도록 가이드하고 있다.

비즈니스 툴킷

각 협력 사회적 기업에게 맞춤형 비즈니스 개발 코칭과 함께 맞춤형 툴킷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메이드

51 제품을 효과적으로 기획·관리하는 데 필요한 수완과 자원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표준화된 사업 

관행을 도입함으로써 난민 장인 및 관련 사회적 기업을 지원한다.

새로운 제품 디자인

메이드51 제품은 현대식 디자인과 장인들의 기술을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제품 개발은 장기적 디자인 트

렌드에 중점을 두고, 난민들의 문화와 관련된 패턴과 모티브 및 기법을 반영한다. 근대 미학과 오랜 전통 공

예품을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은 무궁무진하다. 메이드51은 신선하고 매력적인 제품 디자인을 위해 기존의 그

리고 신진 디자이너들과 협력한다.

통합 기술

난민 장인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고객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대부분 기술로 

극복이 가능한 문제다. 기술적 솔루션을 개발하고 실행함으로써 소통의 간극을 좁히고, 장인들이 주문을 관

리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을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하다. 외진 곳에 거주하는 장인들도 온라인 

학습을 통해 기술적 역량 개발에 필요한 도구에 접근할 수 있다.

그림2. 메이드51 가치사슬: 생산에서 최종소비자까지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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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와 소매업자들은 난민 위기에 대한 해결책의 일부가 될 수 있다. 기업은 자신의 가치사슬에 난민 

장인들을 포함함으로써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고 공유가치를 창출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성공과 

사회적 발전을 연계할 수 있다.

메이드51 제품을 선택하는 구매자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누릴 수 있다.

- 이색적인 지역에서 만든 양질의 독창적인 글로벌 공예품 컬렉션에 접근할 수 있다

- 신뢰할 수 있고 수출 경험이 있는 기업을 통해 난민 장인 공예품을 구매할 수 있다

- 자신의 브랜드와 디자인 컨셉에 맞는 컬렉션을 공동 생산하거나, 또는 완성품을 주문할 수도 있다

-   장인들이 깨끗하고 자원이 풍부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작업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목

표를 충족할 수 있다

전략적 파트너 물색

메이드51 모델은 난민 장인들이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신속하고 지속가능한 경로

를 제공한다. 유엔난민기구의 주요 역할은 난민을 보호하고, 또한 과감하고 새로운 방식의 참여를 요하는 협

력 사업인 메이트51의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다. 

유엔난민기구는 소매, 디자인, 기술, 물류, 실행, 성과평가, 자금조달 등 업계 리더들과 함께 메이드51의 

전략적 파트너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 자세한 정보는 해당 사이트를 확인하면 된다. www.made51.

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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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51: UNHCR's Flagship Initiative to Bring Refugees into 
the Global Artisan Value Chain 

Ms. Aurorue Lebouchard  
(Protection Officer, UNHCR Represent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UNHCR works in 134 countries to protect and support 25.9 million refugees. Within this population 

is a vast, diverse and talented pool of artisans.

Whenever refugees flee, they carry with them the traditions, skills, knowledge and craftsmanship 

that unite and define a people. From the expert leatherworking of the Tuareg in Burkina Faso to the fine 

embroidery of the Syrians in Lebanon, refugees long to sustain these artistic traditions and participate in 

the growing global artisan economy. 

There are opportunities for engagement. The artisan sector, behind the agricultural sector, is the 

second largest employer in the developing world. International trade in artisan crafts is now valued at 

over $36 billion per year, with 65% of handicraft exports coming from developing countries.1) This 

means that with the right support, refugee artisans can hold the keys to self-reliance in their own talented 

hands. 

Typically, artisan work in refugee settings is used as a form of therapy for women. One stitch at a 

time, women come out of isolation, create bonds and heal. However, for artisan work to meet refugees’ 

economic needs, their products must generate income. 

Refugees face many constraints that limit their ability to sell their products to external markets. Legal 

restrictions, isolation, limited design knowledge and a lack of access to basic business support services 

are major obstacles. As a result, refugees are often left out of the global artisan economy. This requires a 

1)   “Weber, Johanna Michaela. 2018. Managing for Growth and Inclusion : Four Levels of Capabilities and a 12 Steps Program. World Bank, 
Washington, DC. © World Bank.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handle/10986/30995 License: CC BY 3.0 IGO.”

viable, sustainable business model, that links refugees to global artisanal value chains.

This is the role of MADE51. By modernizing traditional skills, building business acumen, partnering 

with social enterprises, and linking with retail brands and buyers who can source and support the product 

lines, UNHCR is connecting refugee-made artisanal products with international markets where they are 

in demand. 

There is so much potential. When refugee artisans participate in the global artisan value chain, they can:

- Express their artistic traditions;

- Preserve their culture and heritage; 

- Learn transferable business and vocational skills;

- Restore their sense of dignity and self-determination;

- Earn income, reduce their dependency on aid and improve their self-reliance.

KEY ELEMENTS OF THE MADE51 MODEL

Figure 1. MADE51 model

The MADE51 model is designed to bring modern, refugee-made artisanal products to global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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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sustainable, scalable way. The key elements of the MADE51 model are outlined below. 

Technical Expertise 

MADE51 is a collaborative initiative that relies on the input of technical expertise from leaders in 

key industries, such as design, communications, marketing, logistics, business coaching, and technology. 

Private sector companies and development actors can contribute as Strategic Partners, utilizing their core 

business expertise to refine and support the MADE51 model. 

Innovative Marketing Platform 

MADE51 introduces buyers to a global collection of refugee-made artisanal products. Through 

curation, branding, and collective presentation, refugee makers are linked to markets. Through this 

process, MADE51 seeks to generate consistent orders for refugee artisans through regular supply chains 

while also embracing opportunities to create special collections. 

Local enterprise engagement 

Throughout Africa, Asia and the Middle East, MADE51 links refugee artisans in hosting countries 

with local social enterprises that work in the artisanal sector. MADE51 social enterprise partners are 

selected based on their proven experience in design, production management, export and marketing. 

These partnerships are the heart of MADE51. 

Based in refugee-hosting countries, each social enterprise works directly with refugee artisan groups 

to create a unique MADE51 range which is sold alongside the enterprise’s existing lines. MADE51 

actively promotes the refugee-made products and links new buyers to the social enterprises. This brings 

orders for the both refugee collection and the enterprise’s regular lines. 

The benefit is two-fold: social enterprises offer refugee artisans the opportunity to use their skills 

and participate in a global value chain that respects Fair Trade conditions. Refugee-made products then 

increase returns for social enterprises, which positively impacts the national balance of trade and enables 

social enterprises to make greater investments in local communities. Refugee artisans thus become 

contributors to their host countries - some of which are amongst the poorest in the world.

Ethical Compliance

In partnership with the World Fair Trade Organization (WFTO), MADE51 sets the ethical compliance 

standards that social enterprise partners must meet in their work with refugees. This ensures that each 

artisan receives a fair wage, has decent working conditions and that the 10 principles of Fair Trade are 

met. MADE51 understands the importance for buyers of having assurance that the goods they source are 

ethically produced. 

This is likewise of paramount importance for UNHCR: Because of UNHCR’s mandate, UNHCR 

must be assured that refugee protection and Fair Trade practices will be upheld. UNHCR field staff and 

WFTO routinely monitor workplace practices and guide social enterprise partners towards the Fair Trade 

certification process.

Business Toolkit 

A custom-built toolkit, coupled with customized business development coaching, is offered to each 

MADE51 social enterprise partner to ensure they have the acumen and resources they need to effectively 

set up and manage their MADE51 product line. Introducing standardized and favorable business practices 

protects refugee artisans and their supporting businesses. 

Fresh product design 

MADE51 products merge contemporary design with artisan techniques: product development focuses 

on long-term design trends while introducing patterns, motives and techniques relevant to refugees’ 

culture. The opportunities to merge modern aesthetics with traditional and time-honored artisanal 

products are endless. MADE51 is open to collaborations with known and new designers to ensure 

product design remains fresh and attr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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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ed Technology 

Refugee artisans face numerous hurdles in trying to supply distant customers, many of which can be 

overcome through technology. Creating and implementing technological solutions can ensure efficient 

production by closing communication gaps, helping artisans manage orders and controlling quality. 

E-learning can ensure that even remote artisans can access tools needed to build technical skills. 

Figure 2. MADE51 Value Chain: The path from creation to customer

BRINGING MADE51 TO MARKETS

Brands and retailers have an opportunity to be part of the solution to the refugee crisis. When 

companies include refugee artisans in their value chain, they are adopting an inclusive business model 

and creating shared value, connecting their company’s successes with social progress. 

By sourcing MADE51 products, forward-thinking buyers: 

-   Gain access to a curated, unique global collection of well-designed handmade products, sourced 

from unusual locations;

-   Source refugee-made products through vetted, reliable enterprises that have exporting experience 

and will ensure that the companies’ needs are met;

-   Engage according to their level of interest; buyers can co-create a collection that aligns with their 

brand and design concept. Or, order market-ready products; 

-   Meet thei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bjectives by contributing resources that allow artisans 

to craft in clean and secure, resourced environments.

SEEKING STRATEGIC PARTNERS 

The MADE51 model provides a rapid and sustainable pathway for refugee artisan to supply attractive, 

market-ready products to customers. UNHCR’s main role is to ensure refugee protection and to facilitate 

the inputs of Strategic Partners, which are central to MADE51’s success: it is a collaborative effort that 

requires engagement in bold and new ways. 

UNHCR invites industry leaders in retail, design, technology, logistics, fulfillment, impact 

measurement and access to finance are invited to start a conversation about Strategic Partnership in 

MADE51. More information can be found at www.made5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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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촉매제로서 무형문화유산의 경제성

우르트나산 노로브 (몽골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 이사장)

일반적으로 사회문화적 차원의 발전은 그 사회의 무형문화유산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국가, 공동체 그리

고 단체에게 정체성과 공동체 소속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떠한 국가문화유산, 특히 무형문화유산

은 “창조산업”의 증거이자 창조적이고 활기찬 노력의 원천이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독특성과 창조적 

정신의 원천이다.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와 민족의 삶을 유의미하면서 즐겁고 풍부한 것으로 만든다. 다른 

말로 하면 무형문화유산은 기존 사회의 진보와 발전에 결정적이고 중요한 요소다.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생계에도 크게 기여한다. 무형문화유산은 사회 내에서 전통적으로 

확립된 관습과 문화형식을 담고 있으며 공동체가 자신들의 정신적·경제적 삶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유지

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Foundation for the Protection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이 전통 유목생활과 관련된 무형유산을 복원하고 근대 몽골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과정에서 무형문화유산

의 역할과 중요성을 증진하기 위해 시행한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우리는 몽골의 유목문화와 관련된 무형문

화유산 종목으로 “코쿠우르(Khokhuur)의 전통 아이락(Airag) 제작 관습”을 선정했다.

자연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유목관습과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우리는 재단이 수행

한 “몽골의 신성지역 숭배 관습의 활성화와 전승을 통한 자연 및 문화의 지속가능성 지원”프로젝트를 소개한다.

재단은 국립문화유산센터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보호활동과 프로그램의 모범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전국

에 걸쳐 무형문화유산 NGO와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열었다. 이 공모전은 모범사례 신청을 받기 위

해 3개월간의 공고를 거쳤고, 몽골의 모든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21개주, 울란바토르 9개 지구)

패널토론 1-1

200여 NGO, CBO 그리고 개인 보유자들의 무형문화유산 모범 보호사례가 접수되었다. 여기에는 5개 분

야, 특히 공연예술, 전통공예, 사회관습 분야의 무형문화유산 종목이 포함되어 있다. 모든 신청사례는 재단과 

국립문화유산센터 연구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들이 신중하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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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owering ICH as Catalyst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r. Urtnasan Norov  
(Foundation for Protection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Mongolia) 

In general, the socio-cultural dimension of development depend upon a soci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which provides nations, communities and groups with a sense of identity and community. 

Also any national cultural heritage, particularly the ICH, should be seen as evidence of a “creative 

industry” and a source of unique creative and energetic effort. It is a source for unique features and 

creative minds. ICH makes lives of communities and people more meaningful, pleasant and enriched. In 

another words, the ICH is vital and important for progress and development of giving society. This shows 

a great importance of ICH in creating sustainable development of society.

These intangible heritage elements greatly contribute to sustainable livelihood of communities because 

they contain traditionally established customs and cultural patterns in society and help communities to 

keep and develop their spiritual and economic life in sustainable ways. 

In this we introduce some projects implemented by the Foundation for the Protection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for reviving traditional nomadic intangible heritages and promoting their role and 

significance in sustainable development in modern Mongolian society. We chose such ICH elements of 

Mongolian nomadic culture as “Traditional practices of making Airag in khokhuur”.

In order to show significance of nomadic practices and intangible heritage in protection of natu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we introduce, as an example, the project titled “Supporting natural and cultural 

sustainability through the revitalization and transmission of traditional practices of worshipping sacred 

sites in Mongolia” implemented by the Foundation.

Panel Discussion 1-1

The Foundation, in close collaboration with National Centre for Cultural Heritage, announced 

and carried out the Nationwide Contest among ICH NGOs and bearers for selecting best practices of 

safeguarding activities and programs. This Contest was announced for the duration of 3 months in 

order to receive entries of best practices. The Contest covered all administrative units of Mongolia (21 

provinces, 9 districts of Ulaanbaatar city). 

Overall 200 entries of best safeguarding practices of ICH related NGOs, CBOs and individual bearers 

have received. Entries included ICH elements from all 5 domains with predominance in the area of 

Performing arts, traditional craftsmanship and social practices. All entries were carefully evaluated by the 

Committee members consisted of researchers and specialists of the Foundation and National Centre of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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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롭고 지속가능한 관계와 유산 보호

레티민리 (베트남 문화유산연구진흥센터 이사장 )

우리는 “공동체의 문화유산이 갑자기 언론의 관심을 끄는”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현대사회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 있는 혹은 ‘나쁜 관습’으로 여겨져 온 많은 무형문화유

산이 있다. 예를 들어 신이나 영적 존재에게 봉헌하기 위한 동물희생의식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한다. 문제는 

그러한 관습이 정말 나쁜 관습으로 이해되고 있는가이다. 그러한 관습이 지속되도록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바

꾸거나 폐지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누가 그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베트남에 바로 그러한 사례가 수년째 논쟁을 이어오고 있다. 

- Animals Asia: 해당 관습의 폐지를 주장하며 신랄하게 비판

-   연구자: Animal Asia의 관점은 외부인의 관점으로 지역 공동체 문화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비판. 관련 

관습은 그들 관습의 결정권자로서 공동체 스스로가 결정해야할 문제라는 견해

- 지역 관리자: 공동체가 변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중앙 관리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적절한 방안 모색

- 사회적 네트워크: 관습을 비판하거나 지지

- 해당 공동체: 강력하게 반대하고 결코 변화하지 않음.

3년에 걸친 논쟁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NGO인 베트남문화유산협회(the Cultural 

Heritage Association of Vietnam)에 이 문제의 해결을 요청했다. 우리는 다음의 단계를 거쳐 결론에 이르

렀다.

패널토론 1-2

-     각 공동체를 접촉하여 의견 청취. 축제와 관련된 관습을 확인하고 관련 유산종목의 특성과 역사를 규명

하기 위해 분석 실시

-   자신들의 역사적 관습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유발하는, 공동체에 의해 

“만들어진”유산을 가려내기 위해 공동체에 의해 기록되거나 이전의 연구자들이 기록한 역사기록 찾기

-   관습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부 변질된 관습에 대해 공동체와 대화하기. 예를 들어 원래는 소규모 지역민

에 한정되었지만 공동체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즐기는 대중적인 행사로 만들면서 변질된 의례관습

-   현대생활의 요구에 맞추어 스스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공동체의 유사한 사례를 

공동체와 공유

-   공동체, 연구자(NGO) 그리고 관리자들 간의 공개토론회 개최. 원칙은 비판금지, 공동체를 비난하는 언

사 금지

- 마침내 공동체 스스로가 원래의 비공개 의례관습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면서 변화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듬해에 열린 축제에서 공동체의 권리를 강조했다. 현재까지 누구도 더 이상 논쟁하

지 않았으며 해당 공동체는 봄이 오면 자신들의 관습을 지키며 평화롭게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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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ng Heritage in a Harmonious and Sustainable 
Relationship

Dr. Le Thi Minh Ly  
(Director, Center for Research and Promotion Cultural Heritage, Vietnam)

We would like to address the issue of “Once cultural heritage of the community has suddenly become 

media news” 

There are a number of elemen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at have come to be thought of as 

problematic or 'bad customs' having a negative impact on contemporary social life. For example, the 

ritual of sacrificing animals as an offering to gods or spirits. The question is whether such things really 

should be understood as bad customs? Should we allow such practices to continue or either alter or 

abandon them? And who has the right to decide in such matters?

Such a case in Vietnam has sparked controversy over several years with varying opinions:

- Animals Asia: severe criticism, proposing termination of the practice

-   Researchers: criticise the view of Animals Asia, which has been seen as an outsider's view of a 

local community's culture. The view here it that such things must be decided on by the community 

themselves, who should be the arbiters of their own practices.

- Local managers: seek ways to encourage the community to change

- Central managers: seek suitable ways to effect change

- Social networks: criticise practice or support practice

- Subject community: react strongly and absolutely no change

Panel Discussion 1-2

After 3 years of inconclusive debate,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ssigned the task of 

resolving the problem to the Cultural Heritage Association of Vietnam, a non-governmental organisation. 

We have taken the following steps:

-   Contact made with each community group to listen to their opinions. Analysis undertaken to identify 

the practices associated with the festival and determining the nature and history of the heritage 

elements involved.

-   Find historical records that have been recorded by the community or documented previously by 

researchers, revealing that that due to inadequate awareness of their historic practices the community 

has “created” their heritage, causing unintended consequences.

-   Dialogue with the community about some practices that have been changed, which undermines its 

values. For example, a change from a ritual practice among a limited small group of local people, the 

community had wanted to make it a public occasion for all to know and enjoy.

-   Share with the community about some similar cases of other communities to see how they have 

changed themselves to fit the needs of contemporary life.

-   Hold public discussions among community, researchers (NGOs) and managers. Principle: do not 

criticise, do not use words to hurt the community.

-   Finally, the community has changed itself towards the option of returning to their original non-public 

ritual practice.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praised the community right at the festival the year 

after. So far, no one has discussed anything else and the community has remained at peace with their 

heritage practices whenever spring 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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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론 1-3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집단적 지혜와 창조의 산물로서의 무형문화유산 

진옥섭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

무형문화유산은 삶의 예지이자 지혜의 결정체이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무형문화유산은 우리 현재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슷한 환경이라면 미래에도 동일한 양상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

것이 유형문화를 만들어내는 정신적 자산인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이 중요한 까닭이다. 지난날의 삶을 이해하

고, 오늘날의 생활에 지혜로써 활용하고 미래를 예측해볼 수 있는 유용한 가치가 곧 무형문화유산인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을 통해 과거 사람들의 가치관, 사회의식, 세계관, 우주관 등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과거의 문화

를 통해서 현대인을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인류의 역사가 길어질수록 전통

문화에 축적된 여러 문화요소들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무형문화유산은 도시화, 산업화와 더불어 극심한 경쟁 속에 내몰린 현대인에게 민족의 문화기억을 되살

리게 함으로써 현대인들에게 마치 귀향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정신적인 안락감을 부여하기도 한다.

지난 20세기 말, 한국 사회는 변화와 발전이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

로 급속한 산업화와 정보화를 경험하였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고유한 가치와 삶은 새

로운 것으로 나날이 교체되거나 사라지게 되었다. 지역의 넉넉한 인심과 경치는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규격화된 아파트와 각종 대형 건물들이 들어섰다. 이들은 동네 슈퍼마켓에 이어 재래시장과 농산물 도매시

장의 상권까지 빨아들이고 있다. 또한 급속한 인구 이동과 보다 나은 삶의 추구를 위해 도시로 몰리는 현상

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우리들의 농촌은 급격히 인구가 감소되었고, 오랜 세월동안 보전해왔던 지방색과 지

역의 무형문화는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자연과 사회 그리고 역사라는 틀 속에서 누적되어 온 온갖 지혜와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은 이러한 상관관계가 붕괴되면서 소멸의 길을 걷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은 우리에게 정체성과 소속감을 부여하고 현재를 통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기 때문에 매

우 중요하다. 또한 여러 공동체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는 문화 간 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다른 방식의 

삶에 대해 상호 존중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무형문화유산은 사회적 결속을 돕고, 개인을 공동체와 사회의 

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유네스코에 등재시키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은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현대의 대중들과 어떻게 엮

이고 영향을 주는가를 중요하게 본다. 한국 무형문화재 정책의 본질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오늘날 잘못

된 제도 운영으로 현대 사회에서 격리되고, 창조적 발전을 지연시키지는 않는가 하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을 무형유산의 향유 주체로 놓고 진흥 활동과 정책의 방향을 짚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한국문화재재단은 문화재청 산하의 공공기관으로서, 1980년에 설립된 이래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현대

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 재단은 사라져가는 무형유산을 올바로 전승하는 것은 물론, 문

화유산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현대인들이 더욱 즐겁게 전통문화를 누리고, 그것을 향유함으로써 현대인들

이 안락감을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고궁을 즐길 수 있는 축제인 ‘궁중문화축전’과 국가무형문화재를 한 자리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 ‘무형문

화재대전’등을 비롯하여, 전통 공연·전시·전통의례재현·교육·출판·국제교류·전통음식 보급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일예로, 2019년 제 5회 궁중문화축전은 ‘오늘, 궁을 만나다! 라는 주제로 2019. 4. 27(토)∼5. 5(일)까지 

펼쳐졌다. 5대궁과 종묘 등에서 판소리, 남사당놀이, 제다, 강령탈춤, 가사, 제다, 씨름, 농악, 종묘제례악, 종

묘제례, 대취타, 대금정악, 거문고산조, 발탈 등의 무형유산을 포함하여, 46개의 프로그램으로 280회가 시행

되었다. 축제 기간 동안 관람인원이 64만 여명으로 전년대비 30%가 증가하였다.

축전은 무형문화재 긴급보호종목(가곡, 발탈, 줄타기)을 극 형식으로 구성하여, 양로연으로 재연하였고, 

인류무형유산(종묘제례, 종묘제례악, 씨름)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구성으로, 시민들에게 무형유산을 친근하

게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축전 프로그램 중 ‘경회루판타지-화룡지몽’, ‘조선왕조 500년의 예악’

등은 유형문화재와 무형의 콘텐츠를 결합한 복합문화유산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의 호응도가 높아, 앞으로 지

속적으로 개발하고 다듬어서 축제의 대표 문화유산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까지 보여줬다.

축전에서 더욱 눈여겨 볼만 했던 것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자원 활동가 ‘궁둥이’프로그램이었다. 자

원 활동가 ‘궁둥이’는 축전 기간 동안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자발적 홍보맨 역할까지 수행하였다. 사전 

교육을 통해 축전의 이해도를 높이고, 축전 종료 후에도 우수활동가 포상 등을 함으로써, 궁중문화축전과 문

화유산의 매니아층으로 한걸음 가까워졌다. ‘궁둥이’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축전 분위기를 활기

차게 이끌었고, 문화유산 보호와 전승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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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은 전승자 개인의 행위만이 아니라, 집단의 지혜와 창조의 산물이라는 특성이 있다. 무형유

산의 전승은 어떤 각도에서 보면 전승자 개인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총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승자 

개인의 행위만이 아니라, 집단적 지혜와 창조의 산물이다. 통상적으로 일정한 거주지, 지역, 민족, 혹은 국가

를 단위로 하여 이런 범위 내에서 전승되고 지속되며 또 전승된다. 최초에는 우연히 한 개인이나 또는 특정한 

가족이나 특정한 집단에 의해서 전승되고 발전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창조되고 완전한 형식을 갖추

고 또 전승되는 과정은 주로 집체 창조에 의한 것이다. 말하자면 모든 구성원이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준다

는 말이다. 수많은 사람의 지혜와 경험, 시민들의 참여 그리고 재능이 누적되어서 비로소 무형문화유산은 탄

생하고 전승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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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the Product of Collective 
Wisdom and Creativity that Citizens can Take Part In

Mr. Ok-Sub Jin (President,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a culmination of insight and wisdom for lif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at has been passed down over the years affect our value systems in the present. It is also likely that 

this will continue in the future given a similar environment. Thus the transmiss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the spiritual source behind tangible heritage is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llows 

us to understand the past, find wisdom for the present, and predict the future. We can learn about the 

values, social consciousness and worldview that people held in the past throug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is then becomes a tool to understand the people of the present and predict the future based on 

the past. Thus, as the history of humanity progresses, the greater the need becomes to analyze the cultural 

elements accumulated in tradition. 

As people in modern society face the pressures of urban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intense 

competiti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vides the spiritual comfort of a homecoming by reviving the 

nation’s cultural memory.

In the late 20th century, the Korean society experienced rapid industrialization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at an unprecedented rate in the paradigm of change and development. Uniquely Korean 

values and lifestyles became replaced by new ones or disappeared in every field from politics to the 

economy and society. Gone were the generous community spirit, replaced by standardized apartment 

blocks and large buildings. These complexes are taking away business from neighborhood stores, 

traditional markets and even wholesale markets. Increased mobility and a desire for a better life led to 

the population being concentrated in cities, with rural areas becoming rapidly depopulated. This poses 

a threat to the survival of long held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intangible heritage. With the collapse 

Panel Discussion 1-3

of the accumulation of wisdom and understanding within the framework of nature, society and history,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aces the threat of extincti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of crucial importance, giving us identity and a sense of belonging, 

connecting the past, present and future. Understanding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various 

communities enables dialogue between cultures, giving seed to mutual respect for different ways of lif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oosts solidarity within a society, allowing individuals to feel like they are 

part of the community and society.

An important criteria for inscription to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is the elements connection 

with and impact on the public in the present, through a process of constant change. This principle is also 

at the essence of Korean policy regarding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However, there are concerns that 

mismanagement of the system is leading to the isolation of intangible heritage from modern society, and 

disruption of creative progress. In light of this situation, it is meaningful to examine activities and policies 

to promote intangible heritage with public agency.

The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is a public organization under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which seeks to communicate with modern society through traditional culture through 

various programs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80. The Foundation conducts a wide range of programs 

to not only ensure the appropriate transmission of intangible heritage, but also use it creatively to help 

people in modern society enjoy traditional culture more fully, and be comforted by it. 

Our projects to bring traditional culture to the public are expanding over a wide range of fields 

including traditional performances, exhibitions, re-enactments of traditional rituals, education, 

publication, international exchange, and the promotion of traditional cuisine. Examples include the Royal 

Culture Festival where visitors can enjoy the charms of ancient palaces, and the Festival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ch brings the most iconic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der one roof. 

The 5th Royal Culture Festival was held from April 27 (Sat) to May 5 (Sun), 2019 under the theme 

“Meet the Palace Today!”280 performances of 46 intangible heritage elements including pansori, 

namsadang nori, gangnyeong talchum, gasa, jeda, ssireum, nongak, jongmyo jeryeak, jongmyo jer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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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chwita, daegeum jeongak, geomungo sanjo, and baltal were held at the 5 major palaces and Jongmyo 

Shrine. Visitors during the festival numbered 640,000, marking a 30% increase.

The special performance presented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in urgent need of safeguarding 

(gagok, baltal, jultagi) in the form of a play recreating the yangroyeon royal feast. Elements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jongmyo jerye, jongmyo eryeak, 

ssireum) were used to develop a new program that makes intangible heritage more accessible to the 

public. Performances such as ‘Gyeonghoeru Fantasy- Hwaryongjimong’, 500 Years of Joseon Dynasty 

Ceremonial Music’were multidimensional performances combining tangible cultural property and 

intangible content which were very well received by the audience and showed potential to be further 

developed into iconic cultural programs of the festival.

One notable aspect of the festival was the “Gungdungi”program, a citizen volunteer program. The 

gungdungi volunteers participated in all of the programs and acted as promoters for the festival. They 

were given training before the festival and outstanding volunteers were awarded after the festival, to 

cultivate them as a group of Royal Culture Festival and cultural heritage enthusiasts. The gungdungi 

program brought out voluntary participation from the public to charge the festival with their energy and 

allow them the chance to participate directly in intangible heritage safeguarding and transmission.

The transmiss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ight be seen as a personal effort from the 

practitioner by some. However, looking at the whole pictur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not just an 

activity performed by its practitioners, but the product of collective wisdom and creativity. It is usually 

transmitted and sustained in the unit of the community, region, nation, or country. Even if its initial 

transmission and development was by one individual, family or group, its creative development into 

its complete form and continued transmission is through collective creation. In other words, every 

member of the community will ultimately have an impact on the proces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created and transmitted through the wisdom and experience of many, the accumulation of talents and 

participation by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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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의 전승과 향유가 곧 도시의 에너지 

김경미 (전북전통문화연구소)

전북전통문화연구소는

지역역사와 민속자료를 기반으로 지역문화를 연구하고 전통문화의 대중적 향유를 위해 힘쓰는 비영리 

연구단체입니다. 1998년 3월 설립된 이래 아래와 같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전북의 역사와 문화양식 연구 및 선도

- 전북의 유무형문화재 자료 발굴 및 조사연구 

- 지역문화개론서 발간 및 보급 

- 전통문화 진흥프로그램 개발

-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

- 지역특성 인문자원 향유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 

지역특성의 무형문화는 도시민의 삶 그 자체이며, 발로된 민속은 동일한 공간 안에서 시간의 연속성을 이

어온 도시의 에너지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면에서는 잊혀져가는 지역민속의 복원과 지속적 향

유를 위해 기울여온 과정과 성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역 민속축제의 복원 ‘전주용왕제’

전주용왕제는 천 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 기원제이자 주민축제의 민속입니다. 고려시대 최고의 문필가이

며 전주에서 지방관리로 와있던 이규보의 기록「동국이상국집」에서는 봄 가뭄으로 비가 내리지 않자 하늘의 

용왕에게 기우제를 지내는 관민 협동 권선의 역사에 대하여 적고 있습니다. 

또한 1500년대 조선의 지식인들은 덕진연못의 용왕을 찬양하는 시를 지었고, 18세기 기록에서는 4월 초

파일에 사람들이 덕진연못에서 거행되는 용왕제에 운집하여 한바탕 신나는 굿판을 벌이는 광경을 표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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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전주용왕제는 4월 초파일 풍요로운 세상과 이상향 전주를 소원하는 시민들의 기원을 담은 불교의

식의 축제였던 것입니다. 

전북전통문화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변형된 무속형태로 명맥만 남아있던 전주용

왕제를 2004년 복원하였고, 올해로 16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천 년 전에 덕진연

못의 용왕에게 풍요와 안녕을 빌었듯이, 도시의 안녕과 도시민의 소통, 그리고 무형문화의 전승과 향유를 위

한 민속잔치 마당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주용왕제의 남은 과제는 민속예술인들의 주도하에 구경하는 시민들이 아니라, 주민주도형 진정한 축

제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16년을 이어왔어도, 늘 한 편으로 아쉬운 부분이 바로 그것이기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덕진공원 인근 마을주민들의 참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 주체적 마을 기원축제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도 갖습니다. 전주용왕제는 무대예술이 아니라 생활 속 진정한 무형문화이자 세대를 이어오

는 소통과 향유의 장이어야 함이 그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무대예술로 남은 무형의 문화가 생활 속으로 돌아

올 때 진정 즐겁고 활기찬 도시에너지로 충만해지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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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mission and Enjoyment of Intangible Heritage Energizes 
the City

Prof. Kyeongmi Kim (Director, Jeonbuk Culture and Tourism Foundation) 

The Jeonbuk Traditional Culture Research Center

is a non-profit research organization that researches the region’s culture based on local history and 

folk culture data, and works to promote public enjoyment of traditional culture. Since its establishment in 

March 1998, we have been working towards the following objectives.

- Researching the history and cultural customs of Jeonbuk

- Discovering and surveying materials related to the cultural heritage of Jeonbuk 

- Publishing and distributing “Introduction to Regional Culture”

- Development of traditional culture promotion program

-   Researching ways to utilize cultural heritage as tourism resource . Developing tourism products for 

the enjoyment of region specific cultural resources

We believe that region specific intangible heritage contains the lives of our people, and folk 

expressions are the energy of the city in the temporal continuation within the same space. Here, we would 

like to introduce the efforts we have made to restore and sustain regional folk customs that are being 

forgotten as well as the achievements thereof. 

Restoration of Regional Folk Festival- Jeonju Dragon King Feast 

The Jeonju Dragon King Feast is a traditional ritual and communal festival with a history of a 

thousand years. According to “Donggukisanggukjib”written by Lee Kyu-bo, leading literary figur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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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ryeo dynasty who served as a provincial official in Jeonju, there was a practice of offering a rain ritual 

to the Dragon King in the sky though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people. 

Intellectuals of Joseon in the 1500s wrote poetry praising the Dragon King of Deokjin Lake. 

Descriptions of a huge crowd gathering around Deokjin Lake and performing an exciting gut ritual for 

the Dragon King Feast held on Buddha’s Birthday can be found in records from the 18th century. The 

Jeonju Dragon King Feast was a Buddhist ritual and festival held on Buddha’s birthday, expressing the 

people’s hopes for utopia and abundance. 

Based on such historical records, the Jeonbuk Traditional Culture Research Center revived the Jeonju 

Dragon King Feast in 2004 from a shamanist tradition that was all but dead. The festival has been held 

annually without fail over the 16 years since then. Just as the people prayed to the Dragon King of 

Deokjin Lake for prosperity and peace a thousand years ago, the festival continues to act as a folk culture 

celebration for the city’s peace, communication between its residents, and transmission and enjoyment of 

intangible heritage. 

One remaining challenge for the Jeonju Dragon King Feast is to develop it as a community led festival 

rather than a performance by folk artists that the public watches passively. This has remained as one 

area with room for improvement over the 16 years of its history. Fortunately, participation by residents 

of neighborhoods near Deokjin Park is growing, allowing us hope that it could become an autonomous 

community festival in the future. In essence, the Jeonju Dragon King Feast should not be just a 

performance for the stage, but true intangible heritage in the actual lives of the people, and a gathering for 

communication and cultural enjoyment through generations. When intangible culture is restored from the 

stage and brought into the lives of its people, it will fill the city with fun and lively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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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개념에 입각한 무형유산보호와 지속가능발전 

최희경 (국제여성가족교류재단 사무국장)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인 지속가능개발목표 17개 중 양성평등은 5번의 독자 목표일뿐 아니라 기아, 영양, 

교육, 노동 등의 9개 목표에 크로스커팅 되어 있을 만큼 국제 사회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2003 무형

문화유산보호협약에서도 유산 보호와 전승 활동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관련 정책이 비차별적으로 이루

어져야 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양성평등 개념을 포함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협약 운영지침 6장에서는 “당

사국은 무형문화유산과 이러한 유산 보호가 양성평등의 중요성 고취와 성차별 철폐에 기여하도록 촉진한

다.”(UNESCO, 2016)고 명시되어 있다. 2018년 유네스코 등재심사를 위한 평가기구 보고서는 다음 몇 가지

를 언급하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등재신청서가 젠더 역할과 등재 및 보호 과정에 남녀가 어떻게 참여하였는

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며, 둘째, 협약은 남녀 동등한 참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며, 성인지적 관점에서 유

산을 보는 목적은 각기 다른 젠더가 유산을 경험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젠더 역할이 무엇인지, 보호에 있

어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유네스코, 2018). 젠더는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무형유산과 젠더 관계에 대한 논의는 그리 활발하지 않다. 따라서 본 발

표에서는 무형유산보호에서 젠더를 고려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젠더란 사회·문화적 성, 즉 이미지, 성역할, 성별분업, 성별 분리직업 등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차이로서, 

‘여성과 남성’을 정의하는 사회문화적 속성을 지칭(Oakley, 1972)하는 것이다. 젠더에 관한 사회적 통념은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젠더에 의해 규정된 남성성과 여성성은 인간이 살아가면

서 학습한 결과물로, 사회 내에서도 사회 특성과 구조에 따라 변화하기도 한다. 모든 무형유산의 표현들은 특

정 공동체의 성 집단 간, 또는 성 집단 내의 성역할 및 관계에 관한 지식과 규범을 담고 있으며 후대에 전승한

다(유네스코, 2015). 매사냥은 전적으로 남성 장인과 훈련생이라는 시스템을 통하여 전수되었고, 코트디브

아르의 망고로(Mangoro) 도자기 예술은 수세기 동안 여성들에 의해 전승되는 것을 볼 때, 사회·문화적 관습

에 의해 형성된 젠더 인식이 유산 전승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무형유산으로 정의되는 관습, 지식, 기능, 표현 등은 특정 시대가 갖고 있는 남녀 역할에 대한 젠

더 인식을 반영하며 이러한 인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이란의 대표적인 남성 중심의 무형유산인 나컬리

(Naqqali) 스토리텔링 공연에 여성들이 참여하게 된 것과, 남녀 혼성 관객 앞에서 여성이 공연을 하는 것은 

젠더 인식의 변화로 생겨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특정 유산으로의 접근을 허용하

는 것은 성 고정관념과 젠더 규범에 도전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UNESCO, 2015), 지속가능한 유

산보호와 성평등 같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유네스코는 문화유산보호에 있어 역사적으로 여성들이 소외되었던 사실에 주목하여 보츠와나 동남쪽에 

위치한 지역에서 딸과 손녀에게 도기제작기술을 전수하고, 전시회를 위한 임시 공간, 교육자료 개발 및 천연

재료를 보호하는 사업을 지원하였다(유네스코, 2017). 이 프로젝트는 젠더를 문화사업에 주류화하는 시도로

써 여성의 문화유산보호 참여 및 여성 경제력 강화를 통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루기 위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유산보호에서는 성차별을 단순한 한쪽 성이 참여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도 전통적인 문화적 관습이나 태도를 문제로 보지는 않으며 다만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

하여 여성에게 해가 되는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많은 무형유산의 연행에서 개인에게 해가 되는 정도를 판별

하는 것은 애매하고도 복잡하며 민감한 사안으로 몇몇 유산의 경우 인권에 해가 되더라도 사회적 기능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UNESCO, 2015). 그러나 2003 협약(제2조 1항)에서 규정하였듯이 무형유산은 국제인

권기준에 부합해야 함을 전제로 보호와 전승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유산 보호에서 젠더를 고려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중요한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신청서나 정기보고서에 젠더 역할을 명시하는 것은 특정 유산에 대해 가

질 수 있는 고정 관념을 탈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표면적으로 볼 때 씨름은 남성의 문화, 김

장은 여성의 문화로 인식될 수 있다. 2018년 대표목록으로 등재된 ‘조지아씨름 치다오바'는 유산보호에 있

어 젠더 역할이 분명하게 명시된 우수한 사례로 꼽힌다(유네스코, 2018). 남성은 씨름 선수로, 여성은 씨름 

행사를 준비하는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도는 사회문화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

의 경우 문화유산 창조와 보호에 대한 공헌 역시 없는 것으로 보여 질 수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둘째, 젠더 역할의 변화를 통해 유산의 재창조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일본 야마 호코 야타이 플로트 (Yama 

Hoko Yatai Float) 축제에서는 점차적으로 여성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연행에 참여하는 남성들과 

출생률 감소, 여성 참여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하여 생기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Helga Janse, 2019). 한쪽 성

에만 개방된 유산이 다른 성에게도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오히려 다양한 형태의 연행이나 재창조가 가능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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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케냐의 여성 조직인 케냐여성개발협회는 통

과 의례에 여성 할례가 포함된 공동체들과 일하면서 그러한 의례의 사회문화적 요소를 지키면서도 대안적인 

통과 의례를 개발하여(유네스코, 2015) 많은 여성과 가족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였다. 이것은 사

회적 관습이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에서 그 문화가 갖는 긍정적인 사회문화적 요소를 보존하는 대안적 전통

을 마련함으로써 여성 건강권의 회복과 문화 재창조를 이룬 사례라 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비롯하여 무형유산협약에서도 젠더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03 협약 운영지침 6장에서는 “사회 모든 구성원의 다양한 관점을 이용하기 위해 기획 관리 및 이행의 모

든 수준과 맥락의 보호 조치에서 양성평등을 보장”할 것을 권고 하고 있다. 이에 무형유산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무형유산과 젠더 관계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

다. 젠더 관련 의제와 사례 발굴 을 통하여 젠더적 관점에서 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진흥할 수 있는 방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유산보호 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 시 성인지적 관점 적용을 통

하여 한쪽 성에 편중되는 정책 시행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의 성인지 제고를 위

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국제적 논의와 연구, 역량강화 같은 이러한 활동들이 유네스코 네트워크 

기반을 통하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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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based Perspective on Intangible Heritage Safeguard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r. Heekyung Choi (Secretary General, International Women and Family Foundation)

Gender equality is a core valu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eing one of the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crosscutting into 9 other goals such as zero hunger, health and nutrition, 

quality education and decent work. The 2003 Convention also stresses that heritage safeguarding and 

transmission activities shall be compatible with human rights and relevant policies shall be without 

discrimination, covering the concept of gender equality. More specifically, Chapter 6 of the Convention’s 

Operational Directives states, “States Parties shall endeavor to foster the contribution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ts safeguarding to greater gender equality and to eliminating gender-based 

discrimination.”(UNESCO, 2016) A 2018 report from the UNESCO evaluation body mentioned the 

following in its review of nomination files. Firstly, majority of nomination files lacked explanation 

regarding gender roles and the participation of both genders in nomination and safeguarding. Second, 

the Convention does not expect equal participation by both genders, but rather hopes to understand 

the different ways the heritage is experienced by the respective genders, what the gender roles are, and 

whether they have equal rights with respect to safeguarding (UNESCO, 2018). Although gender is a topic 

of great interest internationally, there hasn’t been much discours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angible 

heritage and gender. Thus, this presentation looks at the value of gender considerations in intangible 

heritage safeguarding.

Gender is a socially constructed distinction- sex as a sociocultural concept as found in gender roles, 

gender division of labor, gender specific jobs etc. It is a sociocultural property defining the “female and 

male”. (Oakley, 1972) While society’s conventions about gender affects us from the moment we are born, 

gender defined masculinity and femininity is the outcome of learning in the course of life, and can change 

Panel Discussion 1-5

depending on society’s unique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All expressions of intangible heritage contain 

knowledge and norms of gender roles and relationships between and within gender groups of specific 

communities, which are passed down to future generations (UNESCO, 2015). Falconry was passed down 

through the apprenticeship system strictly reserved for male masters and apprentices, while pottery art 

of the Mangoro in Cote d'Ivoire has been transmitted by women to girls for centuries. Through these 

examples, we see the important role of gender perceptions formed through sociocultural customs in the 

transmission of heritage.

Customs, knowledge, skills and expressions defined as intangible heritage reflect gender role 

expectations of a certain period in time, and these concepts change over time. The participation of 

females in the male-centric heritage of Naqqali storytelling in Iran, with female performers taking the 

stage in front of a mixed gender audience can be seen as the outcome of a change in attitudes towards 

gender. Allowing both females and males to access a certain form of heritage can be a powerful challenge 

to gender stereotypes and norms (UNESCO, 2015), contributing to sustainable safeguarding of heritage 

and social progress in gender equality.

UNESCO pays attention to the fact that women have historically been alienated in the safeguarding 

of heritage, and has sponsored a project to support the transmission of pottery making techniques 

to daughters and granddaughters in southeastern Botswana, providing temporary exhibition spaces, 

developing educational materials and conserving natural ingredients (UNESCO, 2017). This project is a 

case study in involving women in heritage safeguarding and economically empowering them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s an attempt to mainstream gender in cultural projects. 

In heritage safeguarding gender inequality is not simply the lack of participation by one gender.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also does 

not view traditional customs or attitudes as problems, but focuses on gender role stereotypes that end 

up having outcomes that harm women. In many practices of intangible heritage, the level of harm to 

individuals can be a complicated and sensitive issue, with some heritage being accepted as performing 

social functions even if they are detrimental to human rights (UNESCO, 2015). However, the 2003 

Convention (Article 2 Paragraph 1) considers only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mpatible with exis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for safeguarding and trans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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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then examine some case studies on the importance of gender considerations in heritage 

safeguarding. Firstly, stating gender roles in nomination files or periodic reports can help the particular 

element break free from stereotypes. On a superficial level, wrestling could be seen as a masculine 

custom, while kimchi making could be seen as feminine. Chidaoba wrestling in Georgia inscribed to the 

Representative List in 2018 is held up as a good example of clear description of gender roles in heritage 

safeguarding (UNESCO, 2018). The men participate as wrestlers, while women play supporting roles in 

the preparation of the wrestling event. Such attempts address the risk that women, already in a vulnerable 

sociocultural position, may be seen as lacking in contributions to the creation and safeguarding of cultural 

heritage. Secondly, changing gender roles show the potential of heritage to be reinvented. For example, 

female participation has been growing gradually in the Yama Hoko Yatai Float Festival of Japan, caused 

by a decline in the birthrate and the number of males participating in its performance, as well as changing 

attitudes towards female participation (Helga Janse, 2019). When a certain element that was only 

accessible to one gender is opened up to the other gender, more diverse forms of practice and reinvention 

becomes possible, which would also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heritage. Third, 

the Kenya Women’s Development Association worked together with communities in which female 

genital cutting was part of the rite of passage, to develop an alternative rite of passage while keeping the 

sociocultural significance of such a ritual (UNESCO, 2015). This is an example of custom detrimental 

to human rights which was reinvented by introducing an alternate tradition that preserves the positive 

sociocultural value of the custom, thus protecting women’s health and reinventing cultural practices.

Interest in gender issues is growing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s well as the ICH Convention. Chapter 6 of the 2003 Convention’s Operational 

Directives recommends “to ensure gender equality in the planning,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of safeguarding measures, at all levels and in all contexts, in order to take full advantage of the diverse 

perspectives of all members of society.”To this end, I have several recommendations for working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intangible heritage. First, international discourse and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angible heritage and gender are needed. By identifying gender related agenda 

and case studies, we could enhance our understanding of effective ways to safeguard and promote 

heritage with gender awareness. Efforts should be made to apply gender awareness in the development 

of safeguarding policies and programs, to prevent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that are biased towards 

one gender. Thus, capacity building programs to enhance the gender awareness of stakeholders are also 

necessary. I hope that activities such as international discussions, research and capacity building will be 

expanded in the future through the UNESCO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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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과 내면화를 위한 행동으로 전승되는 지식

토룬 크빈 (노르웨이문화전통연구소 연구원)

-   어린이들은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배우기 위해 새집을 짓지 않는다. 

어린이들은 새집을 짓기 위해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배운다. 

만지고 질감을 느낀다. 냄새 맡아본다. 형태와 문양 혹은 색을 그대로 모방한다. 이런 행위들은 우리가 말

하는 “지식을 행동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의 사례이다. 

한 젊은 나무꾼이 긴 썰매에 목재를 싣고 제재소로 옮겨가는 일을 하는 나이든 남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다. 나이든 남자는 자신의 방식대로 움직이는데, 그는 매번 목재를 옮길 때 먼저 목재를 들어 올리고, 

굴리고, 작은 움직임으로 목재를 밀어내면서 거의 춤을 추듯 움직인다. 모든 것이 준비 되면 썰매로 제재소까

지 옮길 준비를 한다. 어느 날 젊은 나무꾼은 나이든 남자가 5살 된 아들을 데리고 온 것을 보았다. 그 소년은 

그의 아버지 뒤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다.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 목재를 천천히 옮겨 실

으면서 춤을 추는 등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했다. 그때 젊은 나무꾼은 지식의 전승은 아버지에서 

아들에게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식은 행동 속에서 발견되며 정형화된 행동 양식 속에 살아 있다. 우리는 행위를 통해 배운다. 몸과 마음, 

머리와 손은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지식은 항상 쉽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또한 말을 통해 

지식에 접근하는 것에 지나치게 익숙해져 있다. 하지만 말로만 전해지는 지식은 1차원적인 접근이며 항상 맥 

빠지는 지식이 될 것이다. ‘행동으로 전승되는 지식’의 개념은 문화전통연구협회(Association for Studies of 

Culture and Tradition)에서 우리가 하는 일의 핵심이다. ‘행동으로 전승되는 지식’은 우리가 공예지식이 어

떻게 행동과 연습을 기반으로 하게 되는지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 이는 또한 공예가 지속적으로 전승

되는 방식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공예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국제적인 언어이다. 즉 다른 문화와 연

결해주는 언어이다.

세션 3-1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이다. 우리는 “개념을 파악한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표현은 정신의 사고 

작용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잡는다’라는 행위에서 온 말이다. 즉, 손으로 도구를 잡는 것이다. 두뇌 연구는 우

리의 촉감과 동작 체계가 우리의 사고력을 개발하는 토대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우리가 손을 거의 쓰

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도 분명해지지 않는다. 노르웨이의 사회는 이것을 일깨워주는 경험을 하고 있다. 

2010년 이후 노르웨이의 정치 환경은 사회의 실제적인 기술과 필요에 더 큰 가치를 두기 시작했다. 이러

한 가치는 훨씬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학교 교과과정에 통합되고 있다. 이러한 가치 변화는 전국적으

로 실질적인 기술 훈련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문화전통연구협회의 회원단체인 노르지스 후스프리즈래그(Norges Husflidslag)-노르웨이 민속예술공예

협회(Norwegian Folk Art and Craft Association)-는 어린이와 26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젊은 수공예가(Younh Handicrafter)’프로그램은 이 나이대의 어린이와 청년들에게 숙련된 공

예가는 물론 상호 간에도 서로 배우면서 실용적인 공예활동을 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순수한 형

태의 행동으로 전승되는 지식의 한 모델이다. 젊은 수공예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어린이와 청년들은 바느

질, 직조, 자수 혹은 목공예와 같은 기본적인 공예 기술을 배운다. 안전한 환경에서 정통한 지식을 갖춘 사람

의 지도에 따라 참가자들은 흥미로운 색과 재료로 실험도 하고 놀기도 한다. 젊은 수공예가는 2007년에 설립

되었으며 현재 노르웨이 전역에 120개가 넘는 젊은 수공예가 단체가 있다. 이들은 모두 민속예술공예협회의 

지역 지부가 조직한 것이다. 수공예가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청년들에게 공예기술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수제품을 고치고, 수선하고, 보수·유지하는 기술도 가르쳐 준다.

문화전통연구협회(Association for Studies of Culture and Tradition)는 구드브란스달렌

(Gudbrandsdalen)의 도브레(Dovre)에 사립공예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히예르라이드(Hjerleid)학교-공예센

터는 4개의 국립 공원, 론단(Rondane), 요툰하이멘(Jotunheimen), 도브레프옐(Dovrefjell) 그리고 라인하이

멘(Reinheimen) 사이에 위치한다. 이 학교는 다양한 전통 지식과 여러 성장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모이는 곳

이다. 노르웨이 전역에서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오며 이들 중 상당수가 교내에서 생활한다. 학교의 핵심 과

목은 목각, 대장장이일, 전통회화, 목재결구 관련 공예훈련, 전통건축기법, 목재선반가공 등이다. 목각과 대

장장이일은 유네스코 문화유산목록에서 보호받는 대상이다. 그리고 히예르라이드는 노르웨이에서 목각을 

가르치는 유일한 학교다. 이 학교는 국가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

없이 학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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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약 40명의 학생들은 숲에서 자라는 나무에서부터 톱질, 도끼질, 목재건조, 재료의 선택, 형식과 도

구, 다양한 조각형식, 소목, 회화, 마감까지 모든 방법을 통해 재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마지막으로 한 해가 

끝날 때에 전시회를 연다. 한 번에 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에 재료에서 최종 작품까지 모든 과정을 거치려

면 일주일에 30~35시간을 작업장에서 일한다. 대부분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기계사용은 최소로 한다.

학교는 또한 주말과정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박물관과 연구조사 및 작업장을 포함한 방문객 센터도 

운영한다.

왜 우리는 이 일을 하는가?

–학년이 되었을 때 나는 미국수능시험을 대비해 미국 지도 위에 미국의 모든 주를 표시할 수 있었다. 하

지만 이제는 할 수 없다. 사실 시험을 보고 1주일이 지나자 다 잊어버렸다.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하는 순간에 

부딪히면 벼락치기로 우리 머릿속에 엄청난 양의 정보를 우겨넣을 수 있다. 하지만 결국 그 정보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혹은 그 정보들이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라면 그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것이다. 금요

일에 시험을 보고 난 후 선생님은 “하워드는 미국의 모든 주를 표시할 수 있다”라고 기록할 지도 모른다. 하

지만 만약 하워드가 다음 주 월요일 혹은 화요일에는 그 중 반 정도 밖에 할 줄 모른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

을까?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기억된 “지식”의 조각들-우리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지식-이라면 거

의 학습 효과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공예와 수공예는 언어 장벽, 문화, 나이 그리고 지식의 수준 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국제적 통용어이다. 공예를 배우고 활용하는 젊은 사람들은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주제로만 활용한 사람들보

다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기법을 개발하고 활용한다. 공예와 수공예를 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기술

을 연마하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으며, 신중하고 서두르지 않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르는 데에 좋은 방법이 된다.

공예기술의 습득은 정신에도 좋은 훈련이다. 이는 신체와 정신 체계에 윤활유 역할을 하며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다준다. 우리 모두는 인정과 위로를 필요로 한다. 한 분야에서 기예를 습득하는 것은 더 이론적인 

분야와 주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공예는 제작자가 잠시 일을 멈추고, 과정이 최종 작품 혹은 결과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목표일 수 있는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삶 속에 존재할 기회를 제공한다. 뜨개질이나 목

공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로서 평정심을 제공하고 리듬감을 만들어낸다. 공예는 부가가치이며 경제적 성

장이고 미래를 위한 건전한 투자이다. 공예술의 습득은 또한 자원의 현명한 활용, 지속가능성, 그리고 기후문

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만약 너의 머리가 모른다면, 손이 알고 있다”-이는 노르웨이에서 학생들을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는 오

래된, 틀에 박힌 말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틀린 말이다. 우리는 좋은 옷을 바느질 하는 것보다 수학 시험 결

과로 사람을 분류하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 다른 직업이나 기술과 마찬가지로 공예는 훌륭한 운동신경을 필

요로 하지만 무엇보다도 문제 해결책 마련과 그 과정에 대한 이해에 필요한 좋은 머리와 훌륭한 지성을 요구

한다. 손과 신체의 다른 부분들은 뇌를 개발하고, 경계를 넘어 생각하고 간극을 메우고 창의적이 되도록 훈련

시킨다. 공예가들은 문제 해결 전문가들이고 모든 공예 과정에서 다른 훈련과정이나 직업으로의 엄청난 가

치 이전이 일어난다.

“혁신적이고 기술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내는 사람은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니라 종종 기계공학 학위를 가

지고 있으면서 공예 관련 배경을 지닌 사람이다. 그래서 고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이론

적 지식과 실제 경험을 겸비하는 것을 최고로 본다.”라고 노르웨이 연구위원회 특별 자문위원인 다그 오스카 

오펜 베른트센(Dag Oscar Oppen Berntsen)이 말했다. 

수학과 공예는 공통점이 상당히 많다. 둘 다 답이나 결과를 얻어 내는 데에 있어 과정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핵심은 남은 인생 내내 나무판자를 만들어내기 위해 공예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재료에 대

해 이해하고 좋은 운동기능 훈련, 특히 뇌를 훈련하는 좋은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론과 실제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특성을 지닌 공동체에 대해 믿

음을 가져야 한다.

공예와 학문 간의 연관성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연구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ndivicual 

environment, 단체, 학교 그리고 수업에서 다루고 주장과 논거로 활용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gathering, 

leveling, ventilating 그리고 동기부여를 위한 공예기술의 강화다. 공예는 어린이의 운동기능 발달에 도움이 

되며 맥락을 파악하여 숙지하고 점차 생활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

다. 어린이와 청년들이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다른 경쟁의 장에 들어섰을 때, 그들이 큰 도전에 충분히 맞설 

수 있다고 느끼도록 하고, 완전히 습득했다는 만족감을 경험하며 성취 여부와는 상관없이 한 사람으로 여겨

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은 한 집단의 구성원이 되어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기여

하고 있다는 감정적 만족감을 경험한다. 이들 집단들은 세대와 능력 수준과는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들이 동

등하다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날 영향력이 큰 교육 환경에서 학생들은 종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끝없이 경쟁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공예를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마음과 손으로 작업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창조의 과정에 수반하는 깊은 만족감과 보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Action-Transmitted Knowledge for Mastery and Inclusion 2052019 World Forum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Action-Transmitted Knowledge for Mastery and Inclusion 204

Action-Transmitted Knowledge for Mastery and Inclusion 

Ms. Torunn Elise Kveen (Association for Studies of Culture and Tradition, Norway)

-   Children should not build a birdhouse in order to learn the Pythagorean Theorem. 

Children should learn the Pythagorean Theorem in order to build a birdhouse.

Touch. Feel the texture. Smell. Duplicate a shape, a pattern or a color. These are examples of what we 

call "action transmitted knowledge." 

A young lumberjack once stood quietly, observing the older man whose job it was to load the logs 

onto the long lumber sled and drive them to the mill. The older man had his own way of moving, he 

nearly danced with each log, lifting it, rolling it a little, using small motions to push it this way and that. 

Until quite suddenly everything was in place, ready to be transported on the sled. One day the young 

lumberjack saw that the older man had brought his five-year-old son with him. The boy walked behind 

his father, watching him and doing exactly what he did, easing a log, dancing with the load, mimicking 

each of his father's movements. At that moment, the young lumberjack realized that he was observing a 

transmission of knowledge from father to son.

Knowledge is found in the movements of the body. It lives in patterns of action. We learn from doing. 

Mind and body, head and hands, are all tightly connected. This is not always easily understood. We are 

too accustomed to the verbal approach to knowledge. But knowledge transmitted only through words is 

a one-dimensional approach, and it will always be flat. The concept of action-transmitted knowledge is 

central to the work we do at The Association for Studies of Culture and Tradition and in all our member 

associations. “Action-transmitted knowledge” is the term we use to describe how the knowledge of craft 

is based in action and practice. It also describes how a craft is carried on. It is an international language 

we can practice together: a language that bridges different cultures.

Session 3-1

Man is a tool-using being. We say that we “grasp an idea.” But the expression comes not from the 

mind, but from the grip—from the hand that grips the tool. Brain research shows that our tactile and 

movements systems are the basis for developing our thinking power as well. If we use our hands too 

little, we think less clearly. The Norwegian society is experiencing an awakening around this.

After 2010, the Norwegian political environment began to place a greater value on practical skills 

and needs in society. These values are now being incorporated into the school curriculum in a clearer 

and more concrete way. This shift in values has resulted in a nation-wide strengthening of practical skills 

training.

What are we doing?

Norges Husflidslag—the Norwegian Folk Art and Craft Association— member of The Association 

of Studies for Culture and Tradition, is running an ongoing program reach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up to the age of 26. Young Handicrafters provides this age group the opportunity to work with 

practical crafts, learning from experienced crafters and from each other. This program is a model of 

action-transmitted knowledge in its purest form. When attending Young Handicrafters, children and 

youths learn basic crafting techniques, such as knitting, weaving, embroidery or woodworking. In a 

safe atmosphere and with knowledgeable guides, the participants are able to play and experiment with 

exciting colors and materials. Young Handicrafters was established in 2007, and there are now more than 

120 Young Handicrafters groups in Norway, each one organized by a local branch of the Folk Art and 

Craft Association. In addition to teaching children and youth craft skills, the Handicrafters program also 

teaches skills that enable participants to fix, repair, and maintain the handmade objects that they live with 

in daily life.

The Association for Studies of Culture and Tradition, which the Norwegian Folk Art and Craft 

Association is a member of, owns a private craft school at Dovre in Gudbrandsdalen. Hjerleid School- 

and Craft Center is located in between four national parks: Rondane, Jotunheimen, Dovrefjell and 

Reinheimen. The school is a melting pot of traditional learning, as well as a melting pot of students. 

It houses students from all over Norway, and abroad, quite a few of them living on campus. The 

central elements of education at the school are woodcarving, blacksmithing, traditional painting, 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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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in (among others) timber framing, traditional building techniques, wood turning and other 

crafts. Woodcarving and blacksmithing are protected subjects on the Unesco list of Cultural Heritage, 

and Hjerleid is the only school in Norway offering woodcarving. The school has taken a specific 

responsibility for th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s therefore allowed to admit students of all 

ages.

About 40 students are each year able to acquire an understanding of materials, from the tree still in the 

forest, all the way through sawing, axing, drying, choice of materials, style and tools, different carving 

styles and joinery, painting, finish and finally setting up an exhibition at the end of the year. All the way 

from material to final product, they work about 30-35 hours a week hands on in the workshops, on one 

project at a time, mostly using handcraft techniques and little machinery.

The school also offers weekend courses, consultation service, a visitors' center with the school 

museum, research and workshops. 

Why are we doing this?

"In fifth grade, I was able to place all the states in the United States on the map for the big US 

test. I can't anymore. In fact, I couldn't do it the week after the test." There are incredible amounts 

of information we can cram into our brains when we have to. But, if we do not end up using that 

information, or if that information is simply not useful to us, it can quickly disappear. After a test on 

Friday, a teacher might register that, "Howard can place all the states in the United States." But if Howard 

can only place half of them on the next Monday or Tuesday, what's the point? If what we measure are 

fragments of memorized “knowledge”—knowledge that we really know nothing about—there is almost 

no learning effect. So what’s the point of “learning” like this?

Crafts and handicrafts represent an international language we can practice together, despite language 

barriers, culture, age, and level of expertise. Young people who learn and practice a craft, develop and 

use different physical and mental skill sets than those they use in theoretical academic subjects. By 

working with crafts and handicrafts, children and youth can develop mastery, build self-confidence and 

gain a sense of security through participating in deliberate and unhurried activities such as crafts and 

handicrafts. And in turn, activities like this provide a good framework for diversity and inclusion.

The mastery of a craft is good training for the psyche. It lubricates the physical and mental machinery, 

and creates positive ripple effects. We all need recognition and a pat on the shoulder. Achieving mastery 

in one field also gives a positive effect on other, more theoretical fields and subjects. Crafts give their 

makers the opportunity to be logged off and present in their own lives, where the process can be just 

as important a goal as the end product or result itself. Knitting or carpentry requires time, provides 

tranquility and creates a rhythm. This is added value, economic growth and health investment in the 

future. The mastery of craft also has a dimension linked to wise use of resources, sustainability and, thus, 

climate challenges.

"If your head doesn't have it, your hands do," is an old, locked-in statement that has been used in 

Norway to categorize students. But it's wrong! We must stop sorting people by test results in mathematics 

against the ability to sew nice garments. Similar to some other professions and skills, craftsmanship 

requires good motor skills, but first and foremost it requires a good head and a good intellect for solutions 

and process understanding. The hands and the rest of the body develop the brain, train it to think across 

borders, build bridges and be creative. Craftsmen are professional problem solvers, and in every craft 

process there is a huge transfer value into other disciplines or other professions.

"Those who create innovative, technological solutions are not simply engineers, but quite often 

people having a background in crafts, topped with an engineering degree. So the prerequisites for 

solving advanced problems are best when you have practical experience in combination with theoretical 

knowledge." Dag Oscar Oppen Berntsen, Special Advisor to The Research Council of Norway

Math and crafts have a lot in common. In both these disciplines, process understanding is important, 

not only the answer or the result. The point is not to acquire craft skills to make wooden plates for the rest 

of your life. The point is that you acquire an understanding of materials and develop fine motor training, 

and not least, training for the brain.

We must have faith in a community with qualities where theory and practice are not contradictions, 

but rather prerequisites for development.

The link between crafts and academic learning is a large and comprehensive field of research. What is 

nevertheless important for the individual environment, group, school and class to seize upon and use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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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rgument and basis, is the strength of craftsmanship for gathering, leveling, ventilating and motivating. 

It can help with a child’s motor development, and his or her ability to see contexts and feel mastery and 

increased livability. When children and young people are entering other arenas where they feel more 

shaky, it is of great importance to them to have arenas where they feel good enough to meet major 

challenges, where they experience the satisfaction of mastering, where they are being seen and heard, and 

being considered a person—regardless of achievement. They become a member of a group, experience 

the emotional satisfaction of belonging and contributing with others. These groups may cross generations 

and levels of competence, yet they allow all members to feel on the same level.

In today’s high-powered schooling environments, students are often endlessly racing to achieve one 

goal after another. By providing our youth with opportunities to learn and practice craft, we are allowing 

them to experience working with their minds and their hands. And we are opening a door to the deep 

satisfaction and rewards that accompany these creative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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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탐구하다: 유산 지식의 보존과 공유 

데일 자비스 (캐나다 뉴펀들랜드라브라도 유산재단)

서론

이글의 목적은 캐나다 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의 유산 재단(Heratiage Foundation of Newfoundland 

and Labrador, HFNL)이 개발한 무형문화유산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다. 초기 프로그램 개발을 먼

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무형문화유산 지식과 기술의 지속적인 보호와 공유를 증진하는 두 개의 최근 프로

젝트, 살아있는 유산 경제 사례연구(Living Heritage Economy Case Studies) 프로젝트와 구전 역사 로드쇼

(Oral Hidtory Roadshow)에 대해서도 소개하고자 한다.

배경

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는 캐나다 동쪽 끝에 있는 주이다. 캐나다의 대서양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뉴펀

들랜드 섬과 북서쪽 본토 래브라도를 포함하고 있다. 면적 405,212㎢에 인구는 514,000명이 조금 넘는다. 

인구의 대부분은 뉴펀들랜드 섬의 동쪽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 지역은 원주민을 비롯해 대부분 영국과 아일랜드인이 조상인 식민시대 주민들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뉴펀들랜드 섬은 북 대서양의 대구잡이와 관련된 오랜 역사를 지닌 곳이며 지역 문화는 섬의 

긴 해안가를 따라 산재해 있던 작은 어촌마을에서 발전했다. 언어, 문화 그리고 사회적 전통은 그들이 태어난 

유럽 공동체에서는 이미 사라졌거나 변해버린 이후에도 이곳 외떨어진 작은 공동체에서 유지되었다. 

1992년 무렵 한때는 풍부했던 대구 떼가 멸종 위기에 이르렀다. 만약 어장이 개방된 채로 있게 된다면 대

구가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당시 연방정부는 북부 대구어장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선언

했다. 모라토리움으로 인해 많은 수세대 동안 이어왔던 어촌 공동체의 생활방식이 갑작스럽게 종말을 맞이

하게 되었다. 이는 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 전역의 시골 지역의 쇠퇴를 가져왔다. 

세션 3-2

한 예로 킬스(Keels)의 작은 어촌 공동체의 경우, 인구가 1982년 200명에서 2012년에는 50명으로 줄어

들었다. 당시 그 공동체의 상황을 목격했던 사람에 따르면 “주민은 점차 알버타(Alberta)와 같은 곳으로 일자

리를 찾아 떠났으며 킬스의 경관은 급격하게 변화했다. 많은 건물은 버려지고 일부는 폐허가 되었으며 많은 

가옥들이 온타리오나 미국에서 여름휴가를 위해 오는 사람들에게 팔렸다.”-모라토리움 이후 벌어진 이러한 

상황은 이 주의 여러 지역에서 똑같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다.(Pocius 2).

인구전출과 실업은 물리적 경관뿐만 아니라 어업과 작은 시골 공동체의 생활방식과 관련된 무형문화유

산에도 영향을 미쳤다. 젊은이들이 도시지역이나 다른 주로 이동한 결과 문화전통이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혹은 예전에 전승되던 것만큼 세대 간에 전승되지 못하게 되었다.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주 정부가 움직였다. 2006년 뉴펀들랜드

와 래브라도주 정부는 ‘주 문화전략, 창조적 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Provincial Cultral Strategy, Creative 

Newfoundland and Labrador)’를 발표했다. 이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전략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장기적 관

점에서 주의 무형문화유산을 인정, 지정하는 책임을 맡을 공공자문위원회 창설”을 권고했다.(Crative 35)

2008년에는 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 유산 재단이 세인트존스에 무형문화유산 사무실을 마련하고 지역 

전통 보존 활동을 시작했다. 2012년에는 HFNL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당사국 제4차 총회에서 무형문화

유산 분야 NGO로 인증받았다. 

사무소의 주요 목표는 주의 무형문화유산 전략 활동을 심화하는 것이다. 즉,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해 뉴

펀들랜드와 래브라도인의 정체성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그리고 독특한 지식과 관습의 가치있는 집합체로

서 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살아있는 유산을 기념하

고, 기록하며 이를 보급, 증진하는 계획을 통해 달성되는 것이며 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 안팎의 다양한 문화

집단 간에 가교를 놓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무형문화유산 전략 이행

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 무형문화유산 전략은 4가지 목표를 제시한다. 하나, 기록화와 목록화 사업, 둘, 

우리의 전통 보유자를 기리는 축제, 개인 간, 세대 간 그리고 공동체 간에 기예가 이어지도록 하는 전승, 마지

막으로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한 강력한 공동체를 구축하는 문화산업이다.(Heritage 2008 참조)

공동체 기반의 프로젝트는 HFNL의 보호활동의 핵심이다. 살아있는 지식의 기록을 위해서 반드시 주제와 

대상 공동체를 먼저 확인하고, 배경 조사를 수행한 후 현지조사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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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관련 행사나 프로젝트가 기획된다. 대중들은 이러한 전통 축제에 참여할 수 있다. 모든 것은 기록되며 무

형문화유산목록의 주제로 추가된다. 게다가 HFNL은 지속적으로 민족지학 현지조사자, 프로젝트 책임자 그

리고 기획자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적인 기술지원과 무형문화유산 계획에 참여하는 지역 유

산 공동체기관에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한다.

2008년 이래로 HFNL은 다양한 워크숍, 축제, 공연, 회의 그리고 공동체 기반의 연구프로젝트를 기획해 

왔다. 이 글은 HFNL이 수행했던 2개의 프로젝트, 살아있는 유산 경제 사례연구 프로젝트와 구전 역사 로드

쇼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살아있는 유산 경제 사례연구

2017년 10월, 무형문화유산 사무소는 세인트존스에서 ‘NL의 무형문화유산 활용’을 주제로 이틀간의 포

럼을 개최했다. 여기에는 “전략 카페”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참가자들은 동료 유산 전문가들과 열성

지지자들과 함께 무형문화유산의 미래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지역 조직의 요구와 필요를 확인하였으며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세션 마지막에 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

주의 향후 무형문화유산 전략 계획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참가자들에게 질문을 했다.

이를 통해 많은 제안이 나왔는데, 공동체 내에서 전통 기술 일체를 양성하는 심화과정을 개발하고 창업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포럼이 끝난 후 무형문화유산위원회는 ahdladf 갖

고 “살아있는 유산 경제 사례연구”시리즈를 출간하기로 결정했다. 이 시리즈는 우리 무형문화유산에 기초한 

문화사업 구축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주는 오랫동안 무형문화유산에 기초한 문화사업을 구축해왔다. 전통후크모양 매

트, 차 인형, 조각, 뜨개질, 짐승의 가죽으로 만드는 부츠와 슬리퍼와 같은 전통 공예품은 주 전역의 유산 공

예품 매장에서 전시되고 있다. 전통 음악은 이 주의 음악 산업의 중추다. 유산관련 연극과 우리의 역사를 해

석하여 전통음악형식과 춤을 결합한 “시대(Times)”가 공연되었다.

2018년에 시작한 “살아있는 유산 경제”시리즈는 무형문화유산, 전통성, 기업 그리고 공동체의 경제발전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pdf-형식의 사례연구로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러한 무형문화유산 기반

의 사업사례연구의 출간 목적은 무형문화유산과 지속가능한 공동체 발전 간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전통 보유

자들이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첫 번째 사례연구는 직물 예술가 자넷 피터의 작품으로 그녀가 어떻게 지역의 세시 풍속과 민속신앙에 나

오는 전통 인형을 자신의 작품에 통합해 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녀는 1990년대 스테픈빌에 있는 노스아틀랜틱대학에 입하해서 시각미술 학위를 받았다. 그 무렵에 그

녀는 창조 작업에 애정을 갖게 되었다. 졸업 후, 그녀는 세인트존스로 돌아갔다. 그녀는 어떻게 하면 자신이 

배운 것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차에 그녀의 친구 중 안사람으로부터 머머(mummer)를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머머는 크리스마스에 변장을 하고 집을 방문하는 자이다. 그 당시만 해

도 겨우 몇 사람만이 공예시장에서 팔 머머를 만들고 있었을 뿐이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1990년대 후반 급격

하게 변화했다. 자넷은 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 민속과 전설의 어두운 면에 천착하는 것을 겁내지 않았다. 지

역 공예계에서 그녀의 작품이 두드러지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그녀의 민속 모티프와 초자연적 신앙에 대한 

탐구덕분이었다. 자넷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머머를 시작하게 된 것은 어린 시절이 전통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였다. 후드 가면을 쓴 

사람-시끄럽고, 술 마시고, 나뒹굴고, 혼란을 만들어내는-이 집을 방문한다는 상상은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이것이 나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것은 “우리는 호화판 파티를 열었고, 모든 사람들이 춤을 추었으

며,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식의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공포의 한 측면이었다. 바로 그것이 내가 만들어낸 

대부분의 작품을 관통하는 흐름이었다. 나는 항상 불가사의하고 으스스한 것, 좀 어두운 것들, 어둡고 사람들

을 혹하게 만드는 요정이나 요정과 관련된 설화와 같은 것,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생각에 관심이 있었다. 

분명 우리 삶 속에 살금살금 기어들어오는 어둠을 걷어내려는 모든 생각에는 어떤 매력이 있다. 거기에는 항

상 나의 흥미를 끄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런 것들은 늘 있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내가 어릴 때에도 사람들

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나는 한 세대 이전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

라질 것 같지 않은,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이다.(LHECS1003에서 qtd)

두 번째 사례연구는 또 다른 직물 예술가이자 전통 뜨개질 공예가 크리스틴 르그로우(Christine LeGrow)

의 활동이다. 그녀의 회사 스핀드리프트 핸드니트(Spindrift Handknits)는 다양한 생산라인을 통해 30개 이

상의 손뜨개 모직 공예품을 생산한다. 이 사업은 섬 전역의 뜨개질 공예가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이들은 

세대 간에 전승되어 왔던 전통 문양을 폭 넓게 활용한다. 르그로우는 뜨개질 공예를 뉴펀들랜드 역사와 섬의 

초기 정착민들의 생존에 중요한 일부로 생각하고 있다.

나는 양모를 이용한 손뜨개질은 차갑고 습한 기후에서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를 지키는 데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누군가가 소유했던 양 한 두 마리는 손발은 물론 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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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게 유지하는 데에 매우 중요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뜨개질 용품의 진정

한 뿌리가 무엇인지, 춥고 바위투성이인 이곳에서 살아가는 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잊어가고 있었다. 

수백 년 전 뉴펀들랜드에서 추위로부터 그들을 지켜주는 양이 없었더라면 사람들은 생존하지 못했을 것이

다.(qtd in LHECS002 )

2015년 이후 르그로우는 전통 뜨개질 문양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그녀의 최

고 상품은 “따뜻한 벙어리 장갑”패키지이다. 이는 스핀드리프트와 “셜 더 펄(Shirl the Purl)”―“캐나다의 뜨

개질: 북부지방의 공예와 안락함”의 저자 셜리 스콧(Shirley Scott)―의 합작으로 개발한 4개의 벙어리 장갑 

문양 시리즈였다. 

크리스틴과 셜리의 가장 최근의 공동작업은 2018년에 낸 책 “뉴펀들랜드섬의 소금물 벙어리 장갑: 20여 

가지의 전통 뜨개질 문양”이다. 이 책은 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캐나다 독립 출판사 보

울더 출판사(Bouder Publications)에서 출간되었다. 전통문양의 가치를 인식한 두 사람은 오늘날의 뜨개질 

공예가를 위한 20여 가지 문양을 공들여서 재창조해 냈다. 이 문양은 매우 고난도이며 트리거용 장갑, 손목

용 장갑, 다섯 손가락장갑, 어린이용의 엄지가 없는 장갑, 전통적인 장갑 등 스타일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다

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이 책을 펴낸 목적은 이러한 전통적인 예술 형태를 기념하고 전승을 증진하며 전통 문

양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술, 지식 그리고 실험을 보급시키는 것이다.

마지막 사례연구로는 티로즈 이터리 & 리비에르스 롯 에코노뮤제(Tea Rose Eatery & Livyers’Lot 

Economusee)를 살펴본다. 리비에르스 롯 에코노뮤제는 지역의 공예가에게 그들의 기술과 상품을 소개

할 장소를 제공하고 공예품 판매 측면에서 그들의 선택권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름은 “정주자

(livyers)”― 물고기를 잡던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과 “머물다 가는 사람(stationers)”― 어장을 따라 이동하

는 사람들―을 합친 어부들을 가리키는 뉴펀들랜드 말에서 온 것이다. 기획자 엘리자베스 안 머피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은 80년 전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는 

오래된 집을 방문할 수 있다. 그것은 플랫섬(Flat Island)의 엘리자베스항구에서 옮겨온 것이다.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레드항구로 옮겨왔다. 플랫섬 사람들은 집단으로 이주하여 정착했다가 레드섬으로 갔다. 그들은 

거기에서 공동체를 만들고 도로를 놓고 공동체를 조직화하고 자신들의 집도 옮겨왔다. 우리는 그 집을 레드 

항구에서 이곳으로 옮겨왔다. 사람들은 계단을 올라가 여기저기 구멍이 난 오래된 조각보 퀼트가 침대 위에 

놓여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다음 공예품 매장에 들러 판매 중인 패치워크 작품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옛날

처럼 양모 스타킹이 난로 위에 걸려있는 모습을 보고 티 하우스로 들어가 버터에 담근 소금에 절인 생선을 주

문할 수 있다. 이것이 완전한 어부들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다.(LHECS003 2 qtd)

에코노뮤제는 체험관광으로서 공예 혹은 농산물 분야에서 전통적 노하우를 활용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독립 사업이다. 각 회원지역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여주고, 대부분의 경우 방문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

도록 일반대중에게 개방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현지에 자신들의 양품점을 소유하고 있다. 에코노뮤제의 콘

셉트는 일반인에게 고품질의 문화관광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장인들과 공예기업들이 현장의 전통에서 영감

을 받은 공예품과 지식을 개발하고 증진하고자 1992년 퀘벡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공예품과 돗자리제작은 

1970년대부터 지역개발계획이던 반면에, 플라센티아 서부유산위원회(Placentia West Heritage Committee)

는 1983년 이래 한 가지 혹은 다른 형태로 활동해왔다. 그리고 이 지역은 2000년대 국제 에코노뮤제 네트워

크에 의해 인정받았다. 이 사례연구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함께 활동하는 지역 공예네트워크와 생

산자들에게 한 가지 모델을 제공해준다.

위에 소개한 세 가지 사례연구는 모두 완료되어 2019년 8월에 온라인에 게재되었으며 2개의 사례가 추

가로 준비 중에 있다. 첫 번째 사례는 비영리기업 발전에서 전통 대장장이 기술 활용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두 번째는 문화관광상품에 요정 혹은 “작은 사람”으로 알려진 초자연적 존재를 둘러싼 전통민속신앙을 적용

하는 것을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야할 말이 있다. 무형문화유산 기술과 지식은 지역의 지속가능성 또는 개인의 수입

에 보탬이 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유산 연행자들은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의 본질적 가치와 시장성 있는 상품

의 신속한 개발에 따르는 압력 간에 균형감을 배워야 한다. 무형문화유산은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며 지역 무형문화유산 관리는 공동체에 맡겨야 한다.

재니스 프란시스-린제이(165)는 “...사회의 생활방식, 관습 그리고 전통을 반영하는 유산관광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역민들은 주도적인 생산자, 판촉자 그리고 메시지 전달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전통공예의 과도한 상업화는 품질저하를 가져오는 대량 생산이나 공예가 지닌 전통 지식의 상실 등 이점

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균형 잡힌 접근은 에릭 코헨(Erik Cohen, 165)이 말한 “회복

력 있는 상업화”를 따르는 것이다. 이는 “빈사 상태에 있는 공예의 맥을 잇거나 반쯤 잊혀진 옛날 기술 아니

면 과거에 이미 사라져 버린 공예기술을 회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시장성 있는 상품에 대한 수요 증

가는 경우에 따라 공예 생산에 한 번도 관여한 적 없었던 생산자들의 훈련을 위한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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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전 역사 로드쇼

구전 역사 로드쇼(The Oral History Road Show)는 HFNL이 지역 유산에 공동체의 참여 증진과 노년층의 

정신건강 지원이라는 두 가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발한 프로젝트이다. 이는 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 주 

전역의 공동체의 전통지식을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기본개념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공의 구

전 역사의 밤 축제를 통해 자신들의 기억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공동체 구

성원들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이야기는 소책자로 엮어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지리적으로 이 프로젝트의 주요 중심은 작은 시골 공동체였으며 그들 공동체 중 대부분은 인구구조의 변

화와 노령화에 직면해 있었다. 그랜드 폴스-윈저타운(Town of Grand Falls-Windsor)의 배리 마누얼(Barry 

Manual) 시장은 이러한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는 이 공동체에

게 매우 특별한 것이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계속 보존되고 이어지기를 원한다. 이 유산은 우리 모두가 앞으

로도 오랫동안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Grand Falls 1)

HFNL은 NL의 살아있는 유산을 기록하면서 종종 지역민들이 똑같이 하는 우려의 말을 듣는다. 즉, 그들

의 이야기가 공동체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기획한 구전 역사의 밤 로드

쇼의 핵심 목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이 이야기들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간단히 말해서 구전 역사 로드쇼는 HFNL 직원들이 공동체를 돌아다니면서 각각 다른 주제를 가지고 10

개의 구전 역사의 밤 시리즈를 개최하는 것이었다. 이는 자유발언대 세션으로서 각 공동체가 주도한다. 우리

는 지역 박물관, 문화기구 그리고 50세 이상 클럽과 협력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협력관계

를 맺어 행사를 계획했다.

공동체마다 각각 우선순위가 다르다. 카트라이트(Cartwright)는 공예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했고 스패니

어드 베이(Spaniard’s Bay) 는 전통치료, 케이프 브로일(Cape Broyle)은 주크박스를 우선시했다. 각 공동체

는 구전 역사의 밤에서 자신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 사람들은 모두 나와 음식을 즐기고 다양한 지역민

들과 어울리면서 공동체의 역사와 개인적인 기억을 공유했다.

구전 역사의 밤 자유발언이 끝나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을 만나 함께 어울려 돌아다니면

서 그들의 이야기를 1대1로 녹취를 했다. 그 다음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메모리얼 대학교 디지털 아카이브 

이니셔티브(Memorial University’s Digital Archives Initiative)와 공동운영하는 온라인에 보관, 공유했으며 

글로 남길 이야기를 선정했다. 

우리가 방문한 마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우리는 로드쇼를 했던 모든 마을을 위해 우리가 마을

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서 배운 것을 담은 안내책자를 준비했다. 이 안내책자들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경험

과 지식을 활용한 것이었으며 그들이 마을에 한 기여와 전통 보유자로서의 역할을 기념하는 것이었다. 그리

고 이 책자들은 인쇄되어 각 마을의 안내책자 출간 기념식에서 공동체에 나누어주었으며 지역 도서관, 어르

신들, 청년, 여가위원회와 공유하고 온라인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어르신들은 프로젝트의 매 단계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

는 기회가 많았다. 지역 구전 역사의 밤 조직 및 기획, 공동체 내에서 인터뷰 과정, 지역 구전 역사 안내책자 

편집 그리고 최종 안내책자 발간 축하행사 기획 등 다양하다. 

이러한 유산 프로젝트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공동체 역사를 공유하고 사회적 포용을 권장하며 공동체의 

활성화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동시에 지역의 정체성과 전통문화지식에 대한 자부심을 높인다.

구전전통 로드쇼는 10개의 프로젝트를 완료했다. 10개 프로젝트는 신 펄리칸(New Perlican), 스패니

어드 베이(Spaniard’s Bay), 포트 블란드포드(Port Blandford), 새먼 코브(Salmon Cove), 배이 로버츠(Bay 

Roberts), 본 배이(Bonne Bay), 케이프 브로일(Cape Broyle), 카트라이트(Cartwright, 래브라도), 세인트존스 

그리고 마리스베일(Marysvale)이다. 우리가 방문했던 공동체에 구전 역사 로드쇼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하면

서 우리는 그 프로젝트가 공동체의 생명력과 자부심을 높여 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행사 기획자들은 그 프로

젝트가 공동체의 연장자들에게 얼마나 유익했는지를 강조했다. 사람들은 역사를 이해하고 공동체의 이야기

를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을 어른들이 되풀이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유산보

호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주 전체를 포함하는 지리적 범위와 적은 예산은 프로젝트 수행의 또 다른 문제였다. 뉴펀들랜드는 물론 래

브라도 내 몇 몇 공동체와 함께 작업하기 위해서는 교통, 식사 그리고 숙박에 예산이 필요했다. 우리가 겪었던 

마지막 난관은 1년이라는 시간적 제한이었다. 우리는 구전 역사의 밤 공개행사가 끝나면 관심을 갖고 있는 공

동체 구성원들의 후속 인터뷰를 가능한 신속하게 완료해야 했다. 우리의 목표는 녹취와 사진을 처리하고 온

라인에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뷰를 글로 옮기고 각 공동체의 안내책자를 만들어내야 했다.

우리는 프로젝트의 성공여부와 향후 작업의 모델이 될지를 판단한다. 몇 몇 공동체의 경우 안내책자를 

재판, 3판 발행 중이며 공동체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안내책자를 주거나 판매했다. 포트 블랜드포드의 기획

자 캘린 에포드는 이 프로젝트가 “오래 살아온 주민들에게는 미래 세대에게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세대 간 학습은 특히 공동체에게 매우 의미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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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캐나다의 미래 세대가 캐나나의 역사를 배우고 공유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었다. 지역유산 이해제

고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구전 역사 로드쇼는 2018년 공동체 프로그래밍 중에서 캐나다 총독 우수역사상

(Honorable Mention for the Canadian Governor General's History Award for Excellence)을 수상했다.  

결론

이러한 사례를 통해 HFNL은 공동체와 개인의 발전에 활용 가능한 무형문화유산 수단을 제시하고자 한

다. 민족음악학자 크리스틴 래리스 월쉬(Kristin Harris Walsh, 34) 박사의 말을 인용하면 “전통이 다가올 미

래와 이어지려면 숨 쉬고 성장할 시간이 필요하다.” 기술을 기록하고 전승하는 보호수단은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에게 사회적 혹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 프로젝트 활동은 우리의 과거에서 현

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수단이다. 또한 책임감과 책임 있는 행동을 키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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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3-2

Exploring Knowledge: Safeguarding and Shar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r. Dale Jarvis  
(ICH Development Officer, Heritage Foundation of Newfoundland and Laborador) 

Introduction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gram developed by the 

Heritage Foundation of Newfoundland and Labrador, Canada. It traces the early development of the 

program, and then provides an overview of two recent projects that explore, document, and encourage 

the continued safeguarding and sharing of ICH knowledge and skills: the Living Heritage Economy Case 

Study project, and the Oral History Roadshow. 

Background

Newfoundland and Labrador is the easternmost province of Canada. Situated in the country's 

Atlantic region, it incorporates the island of Newfoundland and mainland Labrador to the northwest. It 

has a combined area of 405,212 square kilometres, with a population of just over 514,000. Most of the 

population is concentrated on the eastern portion of the island of Newfoundland.

It is a province with a rich cultural heritage, with both native indigenous populations, and a colonist 

population of predominantly English and Irish ancestry. The island of Newfoundland has a long 

history associated with the North Atlantic cod fishery, and much of its local culture and flavour evolved 

in small fishing villages scattered along the island’s long coastline. Linguistic, cultural, and social 

traditions persisted in many small isolated communities after they had faded or changed in the European 

communities where they were born.

By 1992, once-plentiful codfish stocks had dwindled to near extinction. Fearing they would disappear 

entirely if the fisheries remained open, the federal government of the day instituted a moratorium on 

northern cod stocks. The moratorium abruptly ended a way of life that had endured for generations 

in many rural communities, leading to a decline of rural settlements throughout Newfoundland and 

Labrador. 

In the small fishing community of Keels, as one example, the population dropped from around 

200 people in 1982 to close to 50 by 2012. An observer in that community notes that “residents have 

gradually moved away to seek work in places like Alberta, and the landscape of Keels has dramatically 

changed. Many buildings have been abandoned, some torn down, and a number of houses have been 

bought up by summer residents from Ontario or the United States” -- a post-moratorium story repeated 

over and over throughout much of the province (Pocius 2).

Out-migration and unemployment impacted not only the physical landscape, but also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ied to the fishery, and the pattern of life in small rural communities. The resulting 

movement of young people to urban areas or out of the province meant that cultural traditions were not 

being transmit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n the same way, or to the extent to which they had once 

been passed down. 

Recognizing the potential negative impacts to local intangible culture, the province acted. In 2006, 

the Government of Newfoundland and Labrador released its Provincial Cultural Strategy, Creative 

Newfoundland and Labrador. It outlined the need for a strategy to safeguar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and recommended to “over the longer term, create a public advisory committee with responsibility 

for the recognition and designation of provinci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reative 35). 

In 2008, the Heritage Foundation of Newfoundland and Labrador (HFNL) established its ICH office 

in the city of St. John’s, and began work to safeguard local traditions. In 2012, HFNL was accredited as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n the field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t the fourth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main purpose of the office is to further the work of the provincial ICH strategy, namely, to 

safeguard and sustai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Newfoundland and Labrador for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everywhere, as a vital part of the identities of Newfoundlanders and Labrador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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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s a valuable collection of unique knowledge and customs. This is achieved through initiatives that 

celebrate, record, disseminate, and promote our living heritage and help to build bridges between diverse 

cultural groups within and outside Newfoundland and Labrador.

Implementation of the ICH Strategy

The Newfoundland and Labrador ICH strategy has four goals: documentation, the work of 

inventorying; celebration, where we honour our tradition-bearers; transmission, where we ensure that 

skills are passed from person to person, generation to generation, and community to community; and, 

cultural industry, where we build stronger communities us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a tool (see 

Heritage 2008).

Community-based projects are at the heart of HFNL’s safeguarding work. Essentially, a topic or 

community is identified, background research is conducted, and then fieldwork is undertaken to

document living knowledge. Then, some sort of event or project is organized, utilizing the information 

collected, which allows for public participation in and/or celebration of the tradition under study. 

Everything is documented, and then added to a topic collection on the ICH Inventory. In addition, HFNL 

continues to develop programs for training of ethnographic field workers, project leaders and planners, 

and to develop ways of providing practical technical support and advice to local heritage and community 

organizations engaged in ICH initiatives.

Since 2008, HFNL has organized a wide range of workshops, festivals, demonstrations, conferences, 

and community-based research projects. This paper will focus on two broad projects of HFNL: the Living 

Heritage Economy case study project; and the Oral History Roadshow project. 

Living Heritage Economy Case Studies 

In October 2017, the ICH office hosted a 2-day Forum on Adapting NL’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eld in St. John’s. This included a “strategy cafe” which allowed participants to converse with fellow 

heritage professionals and enthusiasts about the futur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 establish the needs and desires of local organizations, and brainstorm how best 

to achieve these goals. At the end of the session, participants were asked to dream about the future of the 

province’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trategy (see Harvey & Jarvis).

Out of this came a number of recommendations, including one to develop further processes 

for incubating traditional skill sets in communities, and to assist in removing barriers to enterprise 

development. Following the Forum, the ICH Committee met and decided to move forward with a series 

of “Living Heritage Economy Case Studies” which would look at building cultural businesses based on 

aspects of ou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ewfoundland and Labrador has long been building cultural businesses based on aspects of our 

intangible heritage. Traditional crafts such as hooked mats, tea dolls, carvings, knitted goods, and boots 

and slippers made from animal skins are on display in heritage and craft shops all over the province. 

Traditional music is the backbone of the province’s music industry. Heritage theatre presentations and 

“Times” interpreting our history and incorporating traditional forms of music and dance abound. The 

most successful of these enterprises have involved the whole community. 

Started in 2018, the “Living Heritage Economy” series is on ongoing series of pdf-format case 

studies examining the links betwee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aditionality, entrepreneurism, and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The publication of these ICH-based business case studies is meant 

to demonstrate the link between ICH and sustainable community development, and to inspire tradition 

bearers to explore business opportunities related to ICH. 

The first case study focuses on the work of textile artist Janet Peter, and how she incorporates 

traditional figures from local calendar customs and folk beliefs into her designs. 

She formalized that love of creativity in the 1990s when she went to the College of the North Atlantic 

in Stephenville and earned a diploma in visual arts. After graduating, she moved back to St. John’s. 

As she thought about how best to apply her training, a friend suggested that she make mummers, the 

disguised house-visitors of local Christmas customs. At that point, there were only a few people making 

mummers for the craft market, a situation which has changed drastically since the late ‘90s. Janet is 

not afraid to delve into the darker aspects of Newfoundland and Labrador folklore and legend. It is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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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ation of folk motifs and supernatural belief that makes her work stand out in the local craft scene. 

Janet explains,

The thing that got the mummers started were stories from people who had experienced the tradition 

as children. Their perspective of having these hooded masked people coming into the house -- who were 

loud, drinking, falling over, causing chaos -- was terrifying for many of them. That was my inspiration. 

It wasn’t “We had a grand kitchen party, and everybody danced, and they went home,” it was the terror 

aspect. That has been the seam running through most of the work I create. I always had an interest in the 

paranormal and the creepy, and darker things: things like fairies and fairy lore, being dark, luring people 

away, the idea of the changeling. Obviously there is an appeal there for that whole idea of trying to kick 

away the darkness that creeps into our lives. It is something that has always interested me; I think it has 

always been there. Even when I was a kid, people were into that sort of thing. It allows me to tap into a 

generation before, because it is a consistent thing that doesn’t seem to be going away (qtd in LHECS001 3). 

The second case studies features the work of another textile artist, a heritage knitter Christine LeGrow. 

A life-long knitter, her company Spindrift Handknits produces over 30 regular hand-knit wool products 

across a diverse product line. The business is supported by rural knitters throughout the island who make 

extensive use of traditional patterns that have been handed down through generations. LeGrow sees 

knitting as a very important part of Newfoundland history, and the survival of early settlers on the island:

I think hand knits, particularly out of sheep wool, is very important for protecting the story of our 

survival in a really cold, damp climate, and how important those one or two sheep that somebody owned 

back in the 1800s were to keeping hands and feet and bodies warm. That was getting lost, people were 

forgetting about the actual roots of knitted goods, and how important it was our survival in this cold, 

rocky place. In Newfoundland a couple hundred years ago, I don’t think the population would have 

survived here without wool from sheep to keep their bodies protected from the cold (qtd in LHECS002 4).

Since 2015, LeGrow has expanded her business to include her take on traditional knitting patterns. 

Her best seller is the “Some Warm Mittens” package, a series of four mitten patterns developed in 

collaboration between Spindrift and “Shirl the Purl” -- Shirley Scott, author of Canada Knits: Craft and 

Comfort in a Northern Land.

Christine and Shirley’s most recent collaboration is their 2018 book, Saltwater Mittens from the 

Island of Newfoundland: More than 20 Heritage Designs to Knit published by Boulder Publications, 

an independent Canadian book publishing company headquartered in Newfoundland and Labrador. 

Recognizing the value of traditional patterns, the duo have expertly and painstakingly recreated more than 

20 heritage patterns for today's knitter. The patterns are rated by difficulty and varied in style, including 

trigger mitts, wristers, five-finger mittens (a.k.a. gloves), thumbless mitts for children, and classic 

mittens. The goal of their book is to encourage the transmission and celebration of this heritage art form. 

By making these traditional patterns accessible, they are encouraging the spread of skills, knowledge, and 

experimentation. 

The final case study looks at the Tea Rose Eatery & Livyers’ Lot Économusée. The Livyers’ Lot 

Économusée was established to provide a venue for local craftspeople to demonstrate their skills 

and products, and to improve their options in terms of craft sales. The name comes from a set of 

Newfoundland words which classified fishermen as either “livyers”—those who lived in the places where 

they fished, and “stationers”–those who migrated with the fishery. Organizer Elizabeth Ann Murphy 

explains:

With the site that we have, we have such a full picture. You can go in the old house that is kept the 

way it was 80 years ago. It was moved in from Port Elizabeth, Flat Islands. It was brought from there 

to Red Harbour. Flat Islands people resettled as a collective and went to Red Island. They made a 

community there, they built the roads, structured the community, and they brought their houses in there. 

We had it moved from Red Harbour to the site. People can go upstairs, see the old patchwork quilts with 

the scattered hole in them on the beds, and then go in the craft shop and see more modern day patchwork 

available for sale. They can see the old time, woolen stockings hung up over the stove, and then they can 

go in the Tea House and order salt fish with drawn butter. It’s a full experience (qtd in LHECS003 2)

An ÉCONOMUSÉE® is an experiential tourism destination. It is an independent business that 

operates in the craft or agri-food sector which utilizes some form of authentic traditional know-how in 

the production of its products. Each member site opens its doors to the public to showcase what they do 

and, in many cases, offers a hands-on component for the visitor to try. Each one has an on-site boutique. 

The concept of the économusée was born in 1992 in Quebec, with a mandate to allow artisa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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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ft enterprises to develop and promote in situ traditionally-inspired crafts and knowledge, in order 

to offer the public a high-quality cultural and tourist product. The Placentia West Heritage Committee 

had been around in one form or another since 1983, while craft work and mat-making had been a 

regional development initiative dating back to the 1970s, and the site was accredited by the international 

économusée network until the 2000s. The case study provides a model for local craft networks and 

producers to work together to form a social enterprise. 

The three case studies described here are completed and online as of August 2019, with two more 

in preparation. The first will focus on the use of traditional blacksmithing skills in developing a not-

for-profit enterprise. The second will look at the incorporation of traditional folk beliefs around the 

supernatural creatures known as fairies or “little people” in cultural tourism products. 

There is a cautionary note that must be added here. While ICH skills and knowledge have the potential 

to aid local sustainability or personal income, practioners must learn to balance the intrinsic values of 

local ICH with the pressures that can accompany a quickly developing marketable product. ICH is, at its 

heart, community based, and control over local ICH must remain at the community level. 

As researcher Janice Francis-Lindsay (165) notes, “...in order to develop heritage tourisms that reflect 

society's way of life, customs and traditions, local populations will have to be lead marketers, promoters 

and conveyors of the messages.” Over-commercialization of traditional craft can create more problems 

than benefits, with a demand for increased production resulting in a lowering of quality, or a loss of the 

traditional knowledge behind the craft. A more balanced approach might follow what author Erik Cohen 

(165) calls “rehabilitative commercialization” which may, in his words “also help to keep alive moribund 

crafts, or revive half-forgotten old techniques, or even whole crafts which have disappeared in the past. 

The growing demand for marketable craft products may even, in some instances, give an impetus for the 

training of additional producers, who have never before been involved in craft production for an internal 

audience.”

Oral History Road Show

The Oral History Road Show was a project developed by HFNL around two ideas: encouraging 

community engagement in local heritage; and supporting the mental health of senior citizens. 

The Oral History Roadshow was designed to document and archive traditional knowledge in 

communities across the province. The idea was to empower and encourage community members to 

showcase their memories through a series of public oral history night celebrations. The community 

members’ knowledge and experiences were then shared through the production of a booklet for each set 

of community stories. 

The main geographic focus of the project was on smaller, rural communities, many of which face 

shifting demographics and an aging population. Mr. Barry Manual, Mayor of the Town of Grand Falls-

Windsor, explained the need for projects such as this by saying, “The story we have to tell is so unique in 

this community. We want to make sure that story is preserved and told. Heritage is something we all need 

to protect for a long time to come” (Grand Falls 1). 

In the work that the HFNL has been doing to document NL’s living heritage, we often hear the same 

concern expressed by locals -- that their stories are dying out in their communities. Inspired and led by 

this, the main objective of the Oral History Night Roadshow was to safeguard those stories in a creative 

and innovative way.

Simply put, the Oral History Roadshow saw HFNL staff travel from community to community, 

hosting a series of ten Oral History Nights, each with a different theme. These are open-mic storytelling 

sessions which are led and inspired by that community. We partnered with local museums, cultural 

organizations, and 50+ clubs to bring together community members, create partnerships, and plan each 

event. 

Different communities had different priorities: Cartwright wanted to focus on crafts, Spaniard’s Bay 

on folk cures, and Cape Broyle on jukeboxes. Each community told the stories that were important to 

them at their Oral History Night. People came out, enjoyed healthy food, mixed with a broad selection of 

locals, and shared their community histories and personal memories. 

After the Oral History Night open-mic, we lingered around the community, meeting individually 

with community members, and doing one-on-one audio recordings of their stories. We then archived and 

shared those stories online in partnership with Memorial University’s Digital Archives Initiative, and 

selected specific stories to transcri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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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have a lasting impact in the towns we visited, we prepared a booklet for each stop on the 

Roadshow about what we learned from community members in that town. These booklets capitalized 

on the community members’ experiences and knowledge, and celebrated their contributions and role as 

tradition-bearers in the town. These booklets were then printed, given back to the community at a public 

booklet launch in each town, shared with local libraries, seniors, youth and recreation committees, and 

made available for free online.

Senior citizens were involved actively at every step of the project, with multiple opportunities for 

seniors to become involved in a variety of ways: through the organization and planning of local Oral 

History Nights; through the interview process within communities; through the editing of the local oral 

history booklets; and finally, through the planning and celebration of the final booklet launches. 

This heritage project supported people as they shared their community history, encouraged social 

inclusion, and prompted community vitality, while at the same time promoting pride in local identity and 

traditional cultural knowledge. 

The Oral History Roadshow completed 10 projects, including work in: New Perlican; Spaniard’s Bay; 

Port Blandford; Salmon Cove; Bay Roberts; Bonne Bay; Cape Broyle; Cartwright (Labrador); St. John’s; 

and Marysvale. As we sought feedback on the Oral History Roadshow in each community we visited, we 

found that the project increased community vitality and pride. Event organizers stressed how beneficial 

the project was for the seniors of their community. Several people noted the importance of capturing and 

sharing communities’ stories and history. A recurring theme was a call to continue to make sure seniors 

are involved in safeguarding their heritage.

The geographical span of the project, which included the entire province, and a limited budget also 

presented challenges. We worked with several communities across Newfoundland, as well as in Labrador. 

We had to budget for travel, meals, and accommodations. The last challenge we faced was a timeline 

of one year. In each community, we had to complete follow-up interviews with interested community 

members as quickly as possible following the public Oral History Night. Our goal was to process audio 

recordings and photos, make the material available online, transcribe sections of the interviews, and 

produce a booklet for each community. 

We judge the project to be a success, and a model for future work. Several communities are on their 

second or third printing of the booklets and have given or sold the booklets to people far beyond their 

communities. As on local organizer, Calvin Efford from Port Blandford, noted, the project provided “an 

opportunity for older residents to provide information on a different way of life to future generations.” 

This intergenerational learning was particularly meaningful for communities and a great way to 

ensure that Canada’s history is learned and shared by future generations of Canadians. Because of its 

contribution to the understanding of local heritage, the Oral History Roadshow received an Honorable 

Mention for the Canadian Governor General's History Award for Excellence in Community Programming 

in 2018. 

Conclusion 

From these examples, HFNL is attempting to demonstrate that ICH tool which can be used, carefully, 

for community and individual development. In the words of ethnomusicologist Dr. Kristin Harris 

Walsh (34), “tradition needs to breathe and grow in order for it to remain relevant in the years to come.” 

Safeguarding measures to document and transmit skills can also provide social or economic opportunities 

to people in their everyday life. Working on ICH projects is a means of providing a link from our past, 

through the present, and into our future. It also fosters a sense of responsibility and, hopefully,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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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의 중요성

앤 피더슨 (스미소니언연구소 민속생활문화유산센터)

무형문화유산의 관습과 표현에 대해 생각해볼 때 전통 공예는 아마도 가장 유형적인 표현이 될 것이다. 

하지만 개인에게 부여된 공예적 재능을 인식한다면 물질적인 공예품 그 이상을 넘어 공예품 이면의 과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기원을 따져보면 만드는 행위는 태초부터 인간의 경험 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본질적 특성이며 인간성과 정체성에 깊은 의미와 이해를 제시해 준다. 가구공예가 피더 

콘(Peter Korn)은 공예가 어떻게 우리 주변을 둘러싼 것들에 대한 총체적 경험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찰과 자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기술했다.1) 생산자로서 개인은 관리권을 가지고 있고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한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공예는 보통 말하는 자유

로운 감각이며 그와 동시에 살고 있는 장소, 정체성, 문화 그리고 유산과 유의미한 관계를 맺는 것일 수 있다. 

본질적으로 공예는 일을 훌륭하게 완수하고, 일회용의 질 낮은 물건이 넘쳐 나는 세계에서 질 높은 상품을 만

들어 낼 품위 있고 의미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깊은 의미와 연관성에 대한 경험은 단순한 관습의 향유보다 더 심오하다. 나는 이러한 토대 위에

서 성숙한 장인이 적극적인 무형문화유산 보호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통찰력과 인식을 확장하고 지역 경제와 지식과 관습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생계 수단을 창출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점차 증가하는 소비자의 수는 이미 공예의 가치를 알아보았다. “사실 수제 문화상품에 대한 

수요는 국내외 관광의 증가, 실내 장식에 대한 관심 증가, 집안 가꾸기에 들이는 소비 증가 그리고 (특히 상

류층의 시장에서) 표준화된 대량생산품에 대한 반작용으로 계속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쭉 증가할 것이다.”2)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공예 분야는 번성하고 있다. 공예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농업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농

1) Korn, Peter Why We Make Things And Why It Matters, 2013 

2) USAID Global Market Assessment for Handicrafts, Volume 1, July 2006, p. 21 with reference to Liebl and Roy, 2003, p. 5371. 

세션 3-3

촌 고용 기회가 큰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3)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보고서에 따르면 예술과 공예, 광고, 디자인, 연예, 건축, 출판, 미디어

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창조경제는 지난 20년간 엄청난 성장을 경험했으며 전 세계 정부는 경제다변화 전

략을 확대하고 경제성장, 번영 그리고 복지를 추동하기 위해 창조분야를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4) 더구

나 UNDP와 유네스코는 창조경제는 사회계급, 지리적 위치, 성과 연령의 차이와 상관없이 생산자와 소비자 

둘 다를 포함하는 것이며 개발과정에 참여하는 청소년과 여성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5) 일

반적으로 창조분야는 인류의 발전과 경제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경제적 요소로서 뿐만 아니라 “문

화 간 대화, 이해와 협력의 증진을 통해 사회적 결속력과 국가건설에 중요한 잠재적 기여자로서 인식되고 있

다.”6) 핵심은 공예의 역할은 장인 개인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목적의식과 의미를 만들어

내는 데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성장은 특히 숙련된, 교육받은 노동자에게만 일어나는 것이다. GDP와 일자리의 증

가는 주로 유럽, 북아메리카,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포함한 아태지역에 해당되는 것이다.7)

많은 전통 장인들은 창조경제에서 자신들의 잠재력을 자본화하지 못하고 있다. 기술, 교통, 통신, 낮아지

는 무역 장벽8) 등 전 지구적 발전은 장인들을 전 세계의 생산자들과 가격, 활용성 그리고 디자인 등의 분야에

서 직접 경쟁하도록 몰아넣고 있다. 또한 상호연결성의 증가로 시장의 유행은 훨씬 더 자주 바뀌고 있으며 장

인들은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디자인을 개발해야 한다. 전통장인들은 미지의 시장에 진입하

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그리고 변화에 맞게 적절하게 디자인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간극

으로 인해 장인들은 자신들의 사업을 포기하고 청소년들은 더 빠르고 안정적인 보상이 있는 다른 길을 찾아 

떠난다. 결국 전통 지식과 기술의 상실로 이어진다.

스미소니언 민속생활문화유산센터(Smithsonian Center for Folklife and Cultural Heritage)는 장인들이 

새로운 틈새시장과 시장구조 속에서 생존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침으로써 그들

이 창조경제의 지도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2015년 스미소니언 장인 이니셔

티브(Smithsonian Artisan Initiative, SAI) 설립으로 이어졌다. 이 이니셔티브는 가속화하고 있는 문화다양성

3) 위의 글.

4) UNCTAD Creative Economy Outlook: Trends in International trade in creative industries 2002-2015 

5)   Palanivel, Thangavel How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can power human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Human Development 
Reports, 23 January 2019 

6) Snowball, Jen Why art and culture contribute more to an economy than growth and jobs The Conversation, 19 January 2016 

7)   Palanivel, Thangavel How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can power human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Human Development 
Reports, 23 January 2019 

8) USAID Global Market Assessment for Handicrafts, Volume 1, July 2006,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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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쇠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여 년간 센터가 개인과 공동체와 함께 수행해온 기초적이고 협력적인 사업

을 통해 성장했다.

SAI는 인간의 복지, 공동체의 건강성에 필수적인 요소이자 지역경제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핵심으로서 문

화적 지식과 표현을 증진하기 위해 장인들의 가시성과 생명력을 증진하려 노력하고 있다. SAI는 장인들이 자

신들의 관습과 지식에 대한 책임감을 키우면서 의식적으로 그리고 목적을 갖고 공예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를 창출한다. 이러한 형태의 역량강화는 장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관습

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감을 만들어낸다.

SAI는 공동체 주도의 연구와 가치사슬 분석, 인식제고 그리고 기술적·제도적 역량과 기술의 강화를 통해 

장인들이 문화관광, 행사와 축제, 기획 및 참여, 도시와 외국의 틈새시장 등 새로운 문화산업분야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글에서는 SAI 세부 프로그램인 ‘나의 아르메니아(My Armenia)’그리고 ‘중국의 티베트 공동체의 문화

유산 보존과 지속가능한 생계수단 개선(Preserving Cultural Heritage and Improving Sustainable livelihoos 

in Ethnic Tibetan Communities in China)’에서 공동작업했던 사람들을 소개하려 한다. 역사와 현지조사, 

민족지 자료, 인터뷰를 비롯해 장인, 시장 협력사, 대학, 기구 및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

들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두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루자나 토로지얀(Ruzanna Torozyan)은 고리스 여성발전자원센터재단(Goris Women’s Development 

Resource Center Foundation) 단장이다. 센터는 2010년 아르메니아의 시유니크(Syunik) 지역의 시누헤이

르(Shinuhayr) 마을에서 처음 운영을 시작했다. 모직 처리와 방직생산, 카펫직조, 자수 그리고 가정용 물품과 

개인용 장신구 제작을 가르치는 센터의 사회적 기업 프로그램에는 60명의 지역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다. 프

로그램의 목표는 소비에트시절 이래로 계속 쇠퇴일로를 걷고 있는 지역 공예를 되살려 발전시키고, 수입을 

올릴 기회를 갖지 못한 지역 여성들에게 수입창출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지난 3년간 센터는 ‘나의 아르메니아(My Armenia)’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이 협력 사업에는 지역 디자

이너들과 고리스 여성들을 이어주는 디자인 멘토 프로그램, 전문직조기술 워크숍, 관광안내 교육 그리고 문

화관광 패키지 개발, 조직역량강화 워크숍, 관리 및 행사 기획 등이 포함되었다. 

2018년 워싱턴 D.C에서는 ‘나의 아르메니아’를 주제로 스미소니언 민속생활 축제(Smithsonian Folklife 

Festival)가 개최되었다. 고리스 여성센터의 장인들이 공동체 외부에 자신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기념할 기회

이자 다른 무형문화유산 전통분야의 참가자들과 지식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듬해 봄, ‘나의 아르메

니아’는 아르메니아 관객들을 위해 에레반(Yeravan)으로 돌아가 다시 축제를 열었다. 고리스 여성 센터는 이 

축제에 영감을 얻어 2020년 5월 기윰리(Gyumri)에서 모직과 카펫직조를 중심으로 처음으로 자신들의 축제

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윰리는 새로운 양모처리 작업장이 위치한 곳으로, 더 많은 여성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시유니크에 하고 있는 현재 활동을 확대한 것이다.

고리스 여성들은 워크숍에서 얻은 축제와 관광경험을 통해 자신들의 일이 지닌 가치를 더 잘 이해하게 되

었으며, 중요한 무형문화유산 전통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다양한 국내외 방문객의 인식을 제고

하고 확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루잔나는 여성들이 작업장에서 작업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경제

권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들이 더 편하고 안정적으로 수입을 올리게 되면 그들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더 큰 사회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바한 함바르주미안(Vahagn Hambardzumyan)은 예레반에서 13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시시안

(Sisian)에 있는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도자기를 만든다. 화가인 그의 아내 자라 가스파리얀(Zara Gasparyan)

과 함께 작업하면서 2004년 아르메니아의 문화유산을 발전시키고 지원하기 위해 시시안 도자기(Sisian 

Ceramic)라는 조직을 결성했다. 바한은 아르메니아 도자기의 기원, 고대 기술 그리고 장식미술을 연구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여 공예품을 개선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스튜디오에 다양한 기념품 형

식의 도자기 그릇, 시시안 박물관 복제품과 이 지역의 암각화에 나오는 모티프를 이용한 검은색의 토기 컬렉

션을 보유하고 있다. 

2016년 그와 그의 아내는 ‘나의 아르메니아’와 공동 작업을 시작한 이래 수많은 훈련과정과 축제, 전시에 

참여했다. 바한은 시시안의 도자기 제작 기술을 발전시키고 지역 관광을 진흥하고자 한다. 그는 지역민과 관

광객에게 자신의 스튜디오를 개방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스튜디오 투어를 해주고 마스터클라스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최근에 그는 작업장 인근에 접대실을 마련하여 자신이 만든 도자기 그릇에 음식

을 담아 방문객을 대접하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그들은 아르메니아 음식 조리법을 배울 수도 있다. 그의 다

음 프로젝트는 목재공예 작업장과 방문객이 머무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여는 것이다. 바한은 진정한 기

업가이다.

그는 ‘나의 아르메니아’와 협력하면서 자신의 비전이 직업적으로 전문화되었으며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

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그는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 사업운영과 상품개발에 대한 지

식을 쌓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지역 내 장인들, 도매업자 그리고 관광회사 등과의 네트워킹은 작아 보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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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큰 자산이라고 그는 말한다. 지금 그는 이들에게 방문객들과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조언

해주고 있다.

다와 드롤마(Dawa Drolma)는 중국 쓰촨성의 오지 종사르 계곡(Dzongsar Valley)의 가장 유명한 티베트 

청동공예 가문 중 한 가문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그녀는 공예기술을 배운 적이 없어 공예가는 아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어른스러웠던 다와는 이 전통 공예기술은 보유하지 못했지만 이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있

었기에 어떻게 하면 이를 잘 보존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그녀는 미국에서 경영과 중소기업 운영에 대한 학위를 취득하기로 결심했다. 2015년, 재학 중에 다와는 

티베트 예술과 공예를 보존하고 계곡 지역의 독립 장인들의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버지의 작

업장 인근에 키엔늘(Khyenle) 회사를 설립했다. 이론적으로 보면 장인이 공예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전

통은 지속적으로 번성할 것이다.

처음에 다와는 SAI의 ‘중국 티베트 공동체의 문화유산 보존과 지속가능한 생계 개선’프로그램의 비용 지

원을 받아 많은 경영 관련 워크숍에 참여했다. 2016년 SAI는 비디오와 사진을 찍어 종사르 계곡의 다양한 공

예를 연구하고 기록하는 사업 계약을 그녀와 체결했다. 

목적은 개별 장인이 교육 및 홍보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프로젝트는 장

인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공유하고, 관객들은 공예의 중요성을 배우고 인식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을 찾는 

것이었다. 다와의 기록 자료는 지역 장인들과 작업장 방문객 그리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그녀의 공동체가 보

유한 전통 기술에 대한 인식과 공감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다와는 회사를 통해 그녀의 가족들만 경

제력을 확보하고 부유해지는 것을 넘어 공동체 구성원들도 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활동을 

확대했다.

다와는 무형문화유산이 어떻게 연행자 혹은 제작자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사회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활력 넘치는 자원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핵심은 사람들이 공동체, 지역 그리고 그 너머에 있

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반복적인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전통과 그들 자신을 

무형문화유산 보호자로 인식하는 장인들에 대한 더 나은 평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식을 교류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 소개한 개인들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진입하여 무형문화유산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활동을 통해 힘을 얻게 된 리더십을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형문화유산을 통해 경

제력을 갖게 된 만큼 그들도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이 경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것이 바로 무형문

화유산의 지속가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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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tter of Making

Ms. Anne Pedersen (Smithsonian Center for Folklife and Cultural Heritage )

When thinking of practices and expression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traditional crafts 

making is perhaps the most tangible manifestation. However, when recognizing the potential of crafts 

making in empowering the individual, it is worth first looking beyond the physical craft objects to the 

processes behind them. Actually, to their very genesis. The act of making is ingrained in the beginnings 

of our human experience. It is essential to our nature and offers a deeper meaning and understanding 

of our humanity and identity. Furniture maker Peter Korn describes how craft making can be a holistic 

experience with the things around us, can invite a sense of meditation and self-transformation.1) As a 

maker, the individual is in control, the knowledge and skills are within you, and you can independently 

take ownership over your own development and production. Crafts making can as such be a liberating 

sensation and at the same time a meaningful bond or lineage to your geographical place, identity, culture 

and heritage. At its very roots, crafts making offers dignified, meaningful opportunities, the chance to do 

a job well done and make a product of quality in a world of disposable, low quality objects. 

These experiences of deeper meaning and connection are more profound than a simple enjoyment 

of the practice. I believe it is this foundation that when nurtured can turn artisans into active ICH 

protectionists, who expand insights and awareness in their communities and who are able to create a 

livelihood that support the local economy and the sustainability of the knowledge and practice. 

An increasing number of consumers worldwide already see the value in crafts. “In fact, demand for 

handmade global and cultural goods has and will continue to grow with increased international and 

domestic tourism, growing interest in interior decoration, greater spending on home furnishings, and as a 

1) Korn, Peter Why We Make Things And Why It Matters, 2013

Session 3-3

reaction (especially in upscale markets) to the homogenization of mass-produced goods.”2) The economic 

aspect of the artisan sector is flourishing. It is estimated to be the second largest opportunity for rural 

employment after agriculture in many regions worldwide.3)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report that the creative economy, including arts and crafts, advertising, design, 

entertainment, architecture, books, media and software, has experienced significant growth the last two 

decades, and that governments worldwide increasingly seek to develop their creative sector to expand 

economic diversification strategies and stimulate economic growth, prosperity and well-being.4) What 

is more, UNDP and UNESCO report that the creative economy is generally inclusive in terms of both 

producers and consumers, who span social classes, geographical location, gender and age differences, 

and highlight the ability of youth and women to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5) As such, the creative 

sector is a strong contributor to human development and empowerment. Not only as an economic factor, 

but also recognized as a “potentially important contributor to social cohesion and nation-building through 

the promotion of intercultural dialogue, understanding and collaboration.”6) A point that reflect the 

abilities of craft making in identity building, creating a sense of purpose and deeper meaning, not just for 

the individual artisan, but for the society at large. 

However, the reported growth has particularly affected skilled and educated workers. Increases to 

GDP and jobs have mainly affected Europe, North America, Asia and the Pacific – with China seeing 

exceptional growth.7) 

Many traditional artisans have not been able to capitalize their potential in the creative economy. 

Global improvements in technology, transportation, communication, and reduced trade barriers8), put 

artisans in direct competition on price, availability and design with producers from around the world. The 

increased connectivity also affects market trends to change far more often, creating a need for constant 

design development to attract customers. Many traditional artisans do not have the necessary knowledge, 

2) USAID Global Market Assessment for Handicrafts, Volume 1, July 2006, p. 21 with reference to Liebl and Roy, 2003, p. 5371.

3) Ibid. 

4) UNCTAD Creative Economy Outlook: Trends in International trade in creative industries 2002-2015

5) Palanivel, Thangavel How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can power human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Human Development Reports, 23 January 2019

6) Snowball, Jen Why art and culture contribute more to an economy than growth and jobs The Conversation, 19 January 2016 

7) Palanivel, Thangavel How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can power human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Human Development Reports, 23 January 2019

8) USAID Global Market Assessment for Handicrafts, Volume 1, July 2006,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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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lls and capacity for engaging with and designing for these unknown markets. This gap leads artisans 

to give up their trade and youth to choose other paths with more fast and secure returns. Resulting in the 

loss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skills. 

The Smithsonian Center for Folklife and Cultural Heritage works to reposition artisans as the leaders 

of the creative economy, through equipping them with the knowledge and skills necessary to navigate 

in new niche markets and market structures. In 2015, this lead to the formation of the Smithsonian 

Artisan Initiative (SAI). The initiative grew out of the Center’s more than fifty years of foundational and 

collaborative work with individuals and communities to address the significant and accelerating decline 

in cultural diversity. 

SAI works to increase the visibility and vitality of artisans to promote their cultural knowledge and 

expressions as essential to human well-being, community health and as a key to improving and sustaining 

local economies. SAI creates opportunities for artisans to work more consciously and intentionally 

with their crafts, creating a sense of responsibility towards their practices and knowledge. This form 

of capacity building leads to engaged participation and creates a sense of social responsibility to raise 

awareness about the local ICH practices.

Through community-driven research and value chain analysis, awareness raising, and technical and 

organizational capacity and skills building, SAI equips artisans to navigate in new spheres of cultural 

industries such as cultural tourism, planning and participation in events, festivals, urban and foreign niche 

markets. 

This paper introduces some of the individuals we have worked with under our SAI sub programs My 

Armenia and Preserving Cultural Heritage and Improving Sustainable Livelihoods in Ethnic Tibetan 

Communities in China. We initiated both programs with background and field research, ethnographic 

documentation, and interviews and meetings with a wide range of stakeholders, including artisans, 

market partners, universities, organizations and other experts to understand what matters most to them. 

Ruzanna Torozyan  is the Director of 

the Goris Women’s Development Resource 

Center Foundation. In operation since 2010 in 

Shinuhayr village of Syunik region, Armenia, 

the Center engages 60 local women in social 

entrepreneurship programs that teach wool 

processing and yarn production, carpet weaving, 

embroidery and creation of home products and 

personal accessories. Their goals are to revive and develop local crafts that have declined since Soviet 

times, and to create income opportunities for local women, who in this region often do not have many 

other chances for generating income. 

The last three years the Center has worked with the My Armenia program. The collaboration has 

included design mentorship programs between local designers and the Goris women, technical weaving 

skill workshops, training of tour guides and development of packages for cultural tourism, and workshops 

on organizational capacity building, management and event planning. 

In 2018, the Smithsonian Folklife Festival in Washington, D.C. featured My Armenia. For the artisans 

of the Goris Women’s Center it was an opportunity to celebrate and present their work outside their 

community and exchange knowledge with participants from other featured ICH traditions. The following 

spring, My Armenia reinstated the festival back in Yerevan, for the Armenian audience. Inspired by these 

festivals, the Goris Women’s Center will for the first time host their own festival in May 2020 in Gyumri 

focused specifically on wool and carpet making. Gyumri is the location of their new wool-processing 

workshop, an expansion of their current work in Syunik to reach even more women. 

Through the festivals and tourism experiences at the workshop, the Goris women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value of their work and feel encouraged to share their perspectives on the importance 

of ICH traditions, and promote and expand awareness to a wide and diverse audience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visitors. The women feel empowered and have a new sense of confidence, not only in their 

work in the workshop, but in the home as well, says Ruzanna. When they have a more comfortable and 

steady income, they start to pay attention and have an interest in matters of the community and lager 

society, she says. 

Photo by Narek Harutyun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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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hagn Hambardzumyan makes pottery in his studio in Sisian, 135 miles south of Yerevan. 

Together with his wife, Zara Gasparyan, who is a painter, they established Sisian Ceramic in 2004 to help 

develop and sustain Armenia’s cultural heritage. Vahagn enjoys studying the roots of Armenian ceramics, 

ancient technologies, and decorative art forms to continuously improve and redesign his craft. In his 

studio, he has a wide range of souvenir-style pottery as well as a new black clay collection featuring 

replicas from the Sisian Museum and motifs based on petroglyphs from the region. 

In 2016, he and his wife began the collaboration with My Armenia and have since participated in 

a number of trainings, festivals and expositions. Vahagn wants to develop local capacity in ceramics 

and promote local tourism development in Sisian. A major project has been to open up their workshop 

to locals and tourists, giving tours of the studio 

and offering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masterclasses. Recently, he decided to install a 

hospitality room adjacent to the workshop, so that 

he and his wife can serve home cooked meals 

in their ceramic bowls for visitors and they in 

turn can learn to cook Armenian dishes. His next 

project is to open a woodworking workshop and a 

guesthouse where visitors can stay. Vahagn is a true entrepreneur. 

He points out that the collaboration with My Armenia professionalized his vision and helped him 

carry it out at a higher level. The collaboration added knowledge on business management and product 

development that he had never considered before. Plus the connections made to other artisans in the 

region, retailers and the tourism companies, who he now consults for ideas on how to engage with his 

visitors, might seems like a small thing, but is a great asset, he says. 

Dawa Drolma is born into one of the most famous Tibetan bronze craft families in the remote 

Dzongsar Valley in Sichuan Province, China. However, she never learned the skills and she is not a craft 

maker. As a young adult, Dawa considered how she could best support the traditional skills, which she 

valued but did not possess. 

Photo by Narek Harutyunyan

She decided to pursue a degree in marketing and small business management in the US. In 2015, 

while still in school, Dawa established the enterprise, Khyenle, around her father’s workshop with the 

mission to preserve Tibetan arts and crafts and empower independent artisans of her valley. The logic 

being that if the artisans can earn a living off their crafts, the traditions will continue to thrive. 

Initially, Dawa participated in a list of 

workshops on marketing, costing and pricing 

under SAI’s Preserving Cultural Heritage and 

Improving Sustainable Livelihoods in Ethnic 

Tibetan Communities in China program. Later, 

in 2016, SAI contracted her to research and 

document the variety of crafts in the Dzongsar 

valley through video and photography. The 

stated objective was to create materials for each 

individual artisan to use for educational and promotional purposes. The project invited new ways for the 

artisans to share about their work and new ways for audiences to access and learn about its importance. 

Dawa’s documentation helped shape the awareness and appreciation of the traditional skills in her 

community among both the local artisans and their workshop visitors and customers. Dawa moved from 

empowering and strengthening only her own family through the enterprise, to building capacity and 

network among the other community members as well. 

Dawa is an example of how ICH is a vibrant source that can empower not just the performers or 

makers, but a sphere of other civilians in its presence. The key is to create real and repeated opportunities 

for people to engage with others in their community, region and beyond. Offer chances for knowledge 

exchange that leads to greater appreciation for the traditions and the artisans to see themselves as ICH 

protectors. Each individual introduced here work with ICH through different entry points and display 

leadership empowered through their work. Importantly, as much as they are empowered through ICH, 

they help empower others in their community too. This is sustainability of ICH. 

Photo by Dawa Drol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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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살아있는 전통 학교

르네 탈라베라 (필리핀 국립문화예술위원회 문화공동체전통예술과 과장)

살아있는 전통학교(The School of Living Traditions, SLT)는 문화예술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Culture and the Arts, NCCA)가 운영하는 플래그십 프로그램이다. 문화예술국가위원회는 필리핀 문화

예술의 보존, 발전 및 증진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결정, 조정 및 보조금 지급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역사적으로 SLT는 NCCA의 문화공동체와 전통예술 소위원회(Subcommission on Cultural Communites 

and Traditional Arts)의 공동체 대표들의 발의에 따라 설립되었다. 국가의 역동적인 주요 문화흐름의 한 부

분으로서 전통문화와 다양한 창의적 표현을 보존,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LT 프로그램은 필리핀이 

2003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비준하기 8년 전인 1995년에 시작되었다. SLT 프로그램은 공동체의 문화 장

인에서 청년 학습자들로 이어지는 토착적 지식과 기술의 전수를 통해 전통문화와 관습을 활성화하고 보호하

는 데에 적합하도록 짜여 있다.  

SLT는 필리핀의 정규교육체계에 속하지 않는다. 이는 관련 장인과 견습생들이 참여하는 공동체 기반의 

비정규교육센터로 운영된다. SLT의 교육은 대개 구전으로 이루어지며 “실습을 통한 학습”이라는 교육 철학

에 기반을 두고 있다.  

2015년 이후, SLT는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접근법으로 5개년 공동체 개

발 프로그램을 채택했다.  

현재 NCCA는 다음 지역의 28개 공동체를 지원하고 있다. 28개 주는 칼링가(Kalinga), 아브라(Abra), 마

운트 프로빈스(Mt. Province), 이푸가오(Ifugao), 벤구에트(Benguet), 누에바 비즈카야(Nueva Vizcaya), 쿠

에존(Quezon), 불라칸(Bulacan), 리잘(Rizal), 아클란(Aklan), 카피즈(Capiz), 안티크(Antique), 일로일로

(Iloilo), 구이마라스(Guimaras), 네그로스 옥시덴탈(Negros Occidental), 보홀(Bohol), 팔라완(Palawan), 

아구산 델 수르(Agusan del Sur), 부키드논(Bukidnon), 다바오 오리엔탈(Davao Oriental), 다바오 델 노

르트(Davao del Norte), 다바오시(Davao City), 다바오 델 수르(Davao del Sur), 다바오 옥시덴탈(Davao 

Occidental), 노스 코타바토(North Cotabato), 사우스 코타바토(South Cotabato), 잠보앙가 델 수르

(Zamboanga del Sur) 그리고 바실란(Basilan)이다. 이들  SLT에서 일부 문화양식의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토착어, 문학, 민속, 성가전통표기법(음절 문자), 노래, 음악, 춤, 공연예술, 돗자리, 바구니 및 직물

짜기, 전통 의복, 자수, 구슬공예, 전통음식, 수공예 그리고 전통법률이 포함된다. 

NCCA는 공동체와 협력하고 있으며, 프로젝트의 이행과 관리를 담당하게 될 공동체 내 협력기구를 통해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공동체의 원로와 지도자들은 SLT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지역 조정팀의 구

성원들은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공동체를 지원한다. 공동체는 학습센터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문화 장인들

을 찾아내고 학생들을 선발한다. 문화 장인들은 강의를 위한 학습지도안과 강의 일정을 준비하고 SLT의 산출

표본을 제공한다. 

SLT는 공동체가 SLT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역량강화를 통해 공동체의 권한강화

를 증진한다. 공동체는 자신들의 역량 강화를 계획하고 확정하는 데 앞장서고 NCCA는 이행체계를 활성화한

다. 지역 조정팀은 프로젝트 이행과 관리를 감독할 공동체가 지정한다. 

5개년 프로그램인 SLT는 훈련준비, 상품개발 그리고 마케팅 3가지로 구성된다. 준비단계(1년차)의 활동

에는 학습지도안 개발을 비롯해 공동체 자문, 공동체의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마스터플랜의 구성, 우선 

공동체와 지역의 선별, 문화 장인과 SLT 지역 조정팀의 잠재적 구성원 발굴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그들의 역

량에 따라 공동체는 운영단계를 엄격하게 따를 필요는 없다. 

훈련단계는 1년차에서 3년차에 수행된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 단계는 전통예술은 공동체의 의례, 가

치 그리고 신앙체계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NCCA가 인식하느냐에 달려있다. 그에 따라 SLT는 문화의 추

상적 개념을 유형의 예술형태에 통합한다. 또한 훈련 단계는 실행가능하고 지속가능함을 목표로 하여 공동

체 내에 확고한 문화인식 토대를 설립하고자 한다. 교육과 학습에서 강의를 강조함과 동시에 반드시 훈련 활

동을 기록한다. 이는 NCCA가 제공하는 교과과정개발 훈련의 중요한 활동이라 할 수 있는 상세한 학습지도

안  개발의 바탕이 된다.  

NCCA는 공동체의 유산의 보호, 즉 그들 문화 중 어떤 측면을 다른 공동체와 공유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등의 보호활동을 보장하는 공동체의 계획을 지원한다. 마케팅 단계(4년차)에서 NCCA는 공동체와 정부기관

을 연결한다. NCCA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시장성 있는 상품을 생산할 준비가 되었는의 여부를 평가할 수 있

을 것이라고 여긴다. 한편, 음악과 춤과 같은 무형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은 공공 및 민간 장소와 다른 거리에

서 공연할 수 있는 공동체의 역량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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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단계(5년차)에는 문화상품과 서비스를 문화관광과 연계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전략은 방문객의 

관심을 끌고 지역민의 생각을 전달함으로써 그들이 토착문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서사구조를 활용하는 것이

다. 관광사무소와 민간 영역을 연결함에 있어서 경제적, 미적으로 가치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문화에 뿌리를 

둔 마케팅 전략이 활용된다. 그러나 많은 SLT는 원료확보, 상품 운송, 사업설립 요구사항의 충족 등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 대규모 생산 역량이 부족하다. 동시에 SLT는 자연재해와 인재, 자원과 재료의 부족, 전문적 

역량 및 지역의 지원프로그램의 부족 등 난관에 직면해 있다.  

SLT는 다양한 분야의 참여, 지역 이해당사자들과 다른 분야(예를 들어 비정부기구와 학계) 그리고 지역 

정부기구와 연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프로그램을 지속함에 있어서 SLT의 학습센터 설

립뿐만 아니라 SLT의 제도적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 국가정부기관, 즉 각료

사무소(Office of the Cabinet Secretary) NCCA, 협력개발당국(Cooperative Development Authority), 

토착민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Indigenous Peoples), 국가 청소년 위원회(National Youth 

Commission), 기술교육 및 기예개발 당국(Technical Education and Skills Development Authority) 간

에 기관 간 통합 프로그램이 구축되었다. NCCA와 사회활동개발부(Department of Social Work and 

Development)사이에 MOU가 체결되었다. 국제적 차원에서 UNESCO 산하 국제아태무형문화유산연구센터

(International Research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IRCI)는 2018

년 NCCA와 공동으로 남부 필리핀의 수바넨 공동체를 위해 고안한  SLT 학습지도안의 개발 및 출판작업을 

진행했다.

결론을 대신해 말씀드리면, 이번 발표는 필리핀의 살아있는 전통학교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SLT의 역사와 발전뿐만 아니라 국내외 차원에서 인적, 창조적 자원, 정부 및 비정부 기구를 포함한 공동체 간

의 적극적인 협력을 수반하는 제도화 과정에서 겪은 우여곡절을 되짚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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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s of Living Traditions in the Philippines

Ms. Renee Talavera  
(Head of the Cultural Communities and Traditional Arts Section,  

National Commission for Culture and the Arts, Philippines)

The School of Living Traditions (SLT) is a flagship program by the National Commission for Culture 

and the Arts (NCCA), which is the overall policy-making, coordinating and grants-giving agency for the 

preservation,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Philippine culture and arts. 

Historically, the SLTs were created through the initiatives of community representatives in the 

NCCA’s Subcommission on Cultural Communities and Traditional Arts to preserve and integrate 

traditional culture and its various creative expressions as a dynamic part of the national cultural 

mainstream. It should be noted that the SLT program was instituted in 1995, eight years prior to the 

Philippines’ ratification of the 2003 Convention on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us, the SLT program is geared towards revitalizing and safeguarding traditional culture and practices 

through the transfer of indigenous knowledge and skills from the cultural masters to the young learners in 

the community. 

The SLT is not part of the formal Philippine educational system. It operates as a community-based 

non-formal center of learning involving masters and apprentices. The SLT’s mode of teaching is usually 

oral, and is grounded in “learning by doing” philosophy.

Since 2015, the SLT has adopted a five-year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 with a holistic and 

proactive approach aiming towards the sustainability of the program. 

Currently, the NCCA is assisting 28 communities in the following provinces, namely, Kalinga, Abra, 

Mt. Province, Ifugao, Benguet, Nueva Vizcaya, Quezon, Bulacan, Rizal, Aklan, Capiz, Antique, Iloilo, 

Guimaras, Negros Occidental, Bohol, Palawan, Agusan del Sur, Bukidnon, Davao Oriental, Davao 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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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e, Davao City, Davao del Sur, Davao Occidental, North Cotabato, South Cotabato, Zamboanga 

del Sur and Basilan. In these SLTs, transmission of several cultural forms is conducted. This includes 

indigenous language, literature, folklore, traditional forms of writing (syllabic script) chants, songs, 

music, dance, performing arts, mats, baskets and textile weaving, traditional clothing, embroidery, 

beadworks, traditional cuisine, crafts, and, traditional laws. 

The NCCA collaborates with the community and provides technical and financial assistance through 

a partner organization in the community which will implement and manage the project. The community 

elders and leaders fully endorse the SLT. The members of the local coordinating team assist the 

community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community provides a site for the learning center, 

identifies the cultural masters and selects the students. The cultural masters prepare the learning guide for 

the lessons, schedule of classes and provides samples of the output of the SLT.

The SLT promotes community empowerment through capacity building to pave the way for the 

community to claim ownership of the SLT. The community takes the initiative to plan and determine 

their capacities while the NCCA facilitates the mechanisms for implementation. A local coordinating 

team from the community itself is designated by the community to oversee the project implementation 

and management. 

As a five-year program, the SLT is composed of three components, namely, training proper, product 

development, and marketing. Activities during the preparatory stage (Year 0) include community 

consultations, formulation of a master plan involving stakeholders in the community, identification of 

priority communities and areas, cultural masters and potential members of the SLT local coordinating 

team as well as development of learning guides. Depending on their capacity, the communities need not 

strictly follow the stages of operation. 

The training phase is conducted during years one to three. In broad terms, this phase rests on 

NCCA’s recognition that traditional arts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rituals, values and belief systems 

of a community. Accordingly, the SLT integrates abstract concepts of culture with the tangible forms 

of art. In addition, the training phase seeks to establish a solid foundation of cultural awareness in the 

community while aiming to become viable and sustainable. Inevitably, training activities are documented, 

highlighting lessons in teaching and learning, which form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det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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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guides, a crucial activity in curriculum development training the NCCA provides. 

The NCCA supports community initiatives that ensure the safeguarding of their heritage, i.e., 

determining which aspects of their culture can be shared with others. During the Marketing phase (Year 

Four) NCCA facilitates the links of the community to government agencies. NCCA maintains that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will be able to assess if they are ready to take on the production of goods for 

the market. Meanwhile, the sustainability of intangible cultural forms such as music and dance, rests on 

the capacity of the community to mount performances in public and private venues and other avenues. 

Marketing phase (Year Five) includes the channeling of culture-based goods and services to cultural 

tourism. The strategy is to use narratives to attract the attention of visitors and make them appreciate 

indigenous culture by conveying the perspective of the local people. In linking with the tourism offices 

and the private sector, marketing strategies that are culturally-grounded as well as rich in economic 

and aesthetic values are used. However, many SLTs lack the capacity for large-scale production due 

to difficulty in acquiring raw materials, transporting products to retailers, meeting the demands of the 

business establishments, to name a few. At the same time, the SLTs face challenges posed by natural and 

man-made hazards, lack of resources and materials, technical capacity, and lack of utilities in the area. 

The SLTs are encouraged to have a multi-sectoral involvement, links with local stakeholders and 

other sectors (e.g., non-government organizations and the academia) and the local government units. 

This partly ensures SLT’s institutional support not only in establishing the learning center but also in 

sustaining the program. 

Finally, at the national level, an inter-agency convergence program was forged in 2017 among 

national government agencies, namely, the Office of the Cabinet Secretary, NCCA, Cooperative 

Development Authority, National Commission on Indigenous Peoples, National Youth Commission, 

Technical Education and Skills Development Authority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the program.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as also signed between the NCCA and the Department of Social Work 

and Development.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International Research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IRCI) has collaborated with NCCA 

in 2018 for the development and publication of one of the SLT learning guides designed for a Subanen 

community in Southern Philippines. 

By way of a conclusion, this presentation has provided facets of the Schools of Living Traditions in 

the Philippines. Not only has the paper traced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SLT but also the intricacies 

that went into its institutionalization involving active collaboration amongst communities including 

their human and creative resources,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entities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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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 목소리: 라오스의 전통 음악가를 기념하여

타라 구자드후르 (라오스 전통예술민족학센터)

배경

라오스는 문화, 전통 그리고 예술의 다양성이 뛰어난 나라이다. 직물생산과 같은 수공예 전통은 기록화 

작업과 홍보활동, 상업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지만 풍부한 음악적 전통은 여전히 알려져 있지 않고 저평가

되어 있다. 건축유산과 비교해 볼 때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활동과 기금은 건축이나 건물, 특히 국가적으

로 중요한 종교유적의 안정화와 보수에 집중되고 있다. 전통노래의 창법, 악기제작법 그리고 악기 연주법과 

같은 무형문화전통은 옆으로 밀려나 있다.

라오스의 독특한 지형과 민족의 다양성으로 인해 라오스는 상당히 다양한 음악 양식이 존재한다. 노래는 

라오스에서 가장 일반적인 음악표현의 한 형태이다.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노래는 라오스 북부지역에서는 

“까쁘(khap)”, 남부 지역에서는 “람(lam)”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라오스의 전통 노래(까쁘-람)는 민족적 정

체성의 상징으로도 활용된다. 왜냐하면 각 집단은 자신들만의 멜로디와 음악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다. 음악에 대한 풍부한 지식은 있지만 그것을 말로 분명하게 표현하는 일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음악 관습

은 듣고/보고 따라하는 과정을 통해 배우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미디어와 사회 풍습이 전통적

인 전승체계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지식을 기록하고 보호하는 일이 시급해졌다. 

바람의 소리 프로젝트

전통예술민속학센터(The Traditional Arts and Ethnology Centre, TAEC)는 라오스의 전통음악 기록, 보

호 및 증진을 위한 프로젝트를 완료했다. 주로 전통 관악기, 음악가 그리고 음악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는 라

오스 북부지역에 대해 조사를 수행했으며 악기제작과 악기의 음악가에 관한 수백 점의 사진과 비디오 클립

을 수집하였다. 그 다음 TAEC는 “바람의 소리: 라오스 전통 악기”전시회를 시작했다(지금도 전시 중이다). 

세션 3-5

그리고 팝업 전시회와 음악 행사를 개최하고 수집한 자료를 음악가들과 공동체에게 제공하기 위해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한 마을로 돌아갔다.

TAEC 연구팀(벨기에 인류학자와 지역 연구자로 구성)은 2017년 10월 프로젝트에 착수하여 1차 현지조

사와 답사를 시작했다. 연구팀은 민족적으로 가장 다양한 라오스 북부지역의 4개 주 28개 마을을 방문했다. 

1차 답사에서는 라오스 4개 민족어족의 8개 마을을 방문했다. 방문지는 아카(Akha), 흐멍(Hmong), 이우 미

엔(Iu Mien), 큼흐무(Kmhmu), 쿠이 루앙(Kui Luang), 라후(Lahu, 또는 Mousseu), 타이 담(Tai Dam)그리고 

타이 루에(Tai Lue)이다.

연구팀은 음악가들과 악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마을의 음악 관습과 악기제작에 관한 심층인터뷰를 진행

하면서 영상녹화와 녹취를 하고 사진을 촬영했다. 이 답사에서 TAEC팀은 4,069장의 사진, 436개의 영상 그

리고 84개 녹취파일을 만들어냈다. 이 기록들 중 몇 개에는 마을과 인근 지역에서 마지막 남은 음악가들 혹

은 마지막 악기 제작자의 작품이 담겨있다. 

향후 음악과 관련된 유물과 지식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하면 지역의 악기도 TAEC의 수집품으로 수집하였

다. 엄격한 구매정책에 따라 연구팀은 항상 악기 제작자가 새로운 악기를 제작할 수 있는지 확인했고, 그 마

을에서 최고이거나 최후가 아니라 실제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수집했다. 전부 43점의 악기가 현지조사 기간 

중에 수집되었다. 

이러한 연구답사의 명확한 이점(수집 자료의 보호) 외에도 프로젝트의 1차 조사는 마을의 음악생활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연구팀은 지역 음악가들과 그들의 재능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음악적 

지식은 분명 존재하지만 직접적으로 말로 표현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음악은 대개 관찰과 모방이

라는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학습되기 때문이다. 그들의 관습에 관해 음악 활동가들을 인터뷰하는 일은 음악

유산 보존과 기념의 맨 첫 단계이다. 다른 마을의 사람들도 인터뷰와 기록 과정을 보고 음악관습에 훨씬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일부는 자신들의 휴대전화로 음악가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악기연

주를 시도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타이 담 마을의 한 소년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가 그의 할아버지

가 만든 악기 중 하나를 난생 처음 연주하는 것을 목격했다. 젊은 세대는 낯선 사람들이 자신들의 부모와 조

부모를 녹화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음악유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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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및 보급 활동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단계, 즉 홍보 및 보급이었다. 홍보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 

루앙 프라방에 있는 전통예술민속센터에서 라오스의 관악기와 음악기록을 주제로 한 특별전시회 개최, (2) 

라오스 북부지역의 8개 마을에서 약 300명의 마을 사람들을 위해 개최한 홍보 행사이다. 이 행사들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었다. 

1.   지역 악기, 노래, 음악가 그리고 지역 전통에 대한 인식에 관해 라오어로 4개의 커다란 판넬로 설명하

는 팝업 전시회

2. 다양한 민족의 10개 지역 악기를 주민들이 선택해서 연주

3. 다양한 민족을 현지 조사하는 동안 촬영한 음악 공연 비디오 관람(컴퓨터 화면이나 기기지원 가능여

부에 따라 대형 화면 사용)

행사가 열리는 동안 마을의 핵심 활동가들(마을 대표, 학교선생님, 음악가 등)은 전체 공동체와 공유할 목

적으로 다음의 자료들을 받았다.

1. 촬영한 음악 비디오의 DVD

2. 자기 민족의 마을에 대한 현지조사 기간에 수집한 음향기록이 들어있는 SD 카드(모바일 폰을 통해 

트랙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10대들이 사용하기 용이)

3. 지역 음악가, 악기 그리고 노래를 기념하는 짧은 글과 사진이 담긴 라오어로 된 69페이지짜리 컬러 

책자

4. 현지조사 기간 동안 찍은 마을 사람들의 사진

각각의 홍보활동은 주요 마을에서 반나절 정도 진행되었는데 대개는 마을 사람들이 논에서 돌아오고 아

이들은 수업이 끝나는 오후에 이루어졌다. 행사의 첫 방문객들은 우리 팀이 전시를 준비하고 있을 때 낯선 광

경에 끌려 도착했다.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들이 제일 먼저 도착했지만 많이 부끄러워해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 그 뒤에 남성들이 왔는데 그들은 패널을 읽고 몇 몇 악기 연주를 시도해 본다. 비디오 상영에는 엄청난 

관객이 몰렸다. 남성들은 오래 있지 못하지만 여성들과 어린이들은 패널이나 안내책자에 실린 사진에 찍힌 

마을 사람들을 가리키며 다양한 민족의 음악 비디오를 보면서 행사를 무척 즐겼다. 어린이들은 악기 연주에 

매우 큰 관심을 보였으며 몇 시간 만에 연주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방문객 수가 절정에 달하면 연구팀은 어떤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빌릴 수 있는지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전체 마을 사람들 앞에서 DVD, SD 카드 

그리고 안내책자를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 

지역의 음악가들은 종종 자신들의 악기를 가져와 음악 연주를 보여준다. 그러면 TAEC 연구팀은 그들과 

어린이들 간의 지역 음악 관습에 관한 질의 응답을 격려했다. 행사가 끝날 무렵, 지역 연주가들은 자신들의 

재능과 음악 지식을 기꺼이 보여주고자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음악가의 중요성

이러한 행사의 목적은 자신들의 문화를 보호하는 데에 있어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증진하는 것이다. 마을

에서 홍보활동을 개최하면서 1차 조사 프로젝트기간 동안 핵심 활동가를 인터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

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가능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TAEC은 전통 음악과 악기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

을 불러일으키고 음악 활동가들과 다른 마을 사람들 간의 소통을 만들어 가기를 원했다. TAEC가 수행한 음

악 기록과 전시가 라오스 전통 음악 관습의 보호에 기여하고 있지만 진정한 전통음악의 기념, 보존 및 회복은 

마을 사람들 자신, 특히 젊은 세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연구결과의 공유는 마을 사람들을 프로젝트의 중심

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며 자신들의 문화관습의 핵심 활동가로서 스스로의 역할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지역 음악가, 거주민, 특히 젊은 세대에게 감동을 줌으로써 지역 음악 전통에 구체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린이들은 TAEC 연구팀이 개최한 홍보 행사의 가장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방문객

들이었다. 그들은 특히 화려한 사진과 단순하고 간단한 설명이 달린 안내책자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어린 아

이들은 전시 중인 악기들을 비디오나 사진과 맞추어 본다든지 책에 나오는 사진 속에서 자기 마을의 음악가

를 찾아보기도 하고, 몇 가지 플루트와 대나무 튜브를 조합하여 새로운 악기를 만드는 등 작은 놀이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다양한 소수민족의 악기 연주가 행사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활동이었다. 어린이들은 소리를 만

들어내고 손가락으로 구멍을 막으면서 소리를 변화시키느라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연구팀은 종종 아이들이 

악기의 구조를 이해하는지 살펴보느라 애썼다. 

일단 행사가 준비되면 TAEC 연구팀은 어린이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지역 음악가들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했다. 우리는 많은 어린이들이 마을에서 누가 음악가이고 누가 악기 제작자인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

에, 이러한 행사를 통해 그들 간의 연계성을 형성하는 것이 팀이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목표 중 하나였다. 이 

행사는 어린이들이 조금만 지도를 받아 쉽게 악기에 접근할 수 있다면 전통 음악과 악기에 관심을 갖게 된다

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어른들이 젊은 세대가 전통 음악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다. “아이들이 배우겠다고 하지 않아서 나는 가르치지 않아요.”라고 하는 말은 젊은 세대를 위한 음

악 전승에 대해 물었을 때 종종 듣게 되는 대답이었다. 좀 더 나은 교육을 받고 직업을 얻기 위해 마을 떠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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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들이 증가하고 젊은 세대는 이제 더 이상 선배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지식을 얻기 위해 마을에서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는다. 음악 기예 전승 체계의 붕괴는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로 인해 점점 증폭되어 왔다.

이런 이유로 이 프로젝트의 홍보 및 보급 단계는 매우 유의미하고 중요했다. 마을의 방문객들이 자신들의 

할아버지에게 질문하는 것을 보면서 청년들은 균형감을 갖고 문화관습을 인식하며 그 가치를 깨달을 수 있

게 된다. 홍보 및 보급은 젊은 세대와 선배 세대를 연결시켜주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자신들의 새로운 

생활방식에 알맞은 새로운 전승 수단을 제공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신구세대가 참여하여 호기심, 자부심 그

리고 즐거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음악가들은 스스로를 문화의 수호자이자 문화 대사로 강조하면서 활기를 

북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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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es of the Wind: Celebrating Traditional Musicians of Laos

Ms. Tara Gujadhur (Co-Director, Traditional Arts and Ethnology Centre, Laos) 
(with Dr. Marie-Pierre Lissoir) 

Background

Laos is host to a diversity of cultures, traditions, and arts. While the handicraft heritage of the country, 

such as textile production, is widely promoted, documented, and commercialized, its rich musical 

traditions remain largely unknown and underestimated. The same could be said of its built heritage – 

much work and funding has gone into stabilizing or renovating architecture and buildings, particularly 

religious sites of national importance. Intangible cultural traditions, such as how to sing traditional songs, 

how to make instruments, and how to play certain instruments, are being left by the wayside. 

Due to its specific topography and the variety of ethnic groups inhabiting Laos, the country hosts an 

impressive diversity of musical styles. Singing is the most common form of musical expression in Laos. 

Traditional popular songs are called “khap” in the north and “lam” in the south. Traditional singing of 

Laos (khap-lam) is also used as symbol of ethnic identity, as each group has its own melodic model 

or musical style. While a rich knowledge exists about music, it is rarely explicitly verbalized, as most 

musical practices are implicitly learned through processes of listening/observation and imitation. Today, 

however, documenting and safeguarding this ancestral knowledge is urgent, as new media and changing 

social mores lead to changes in traditional mechanisms of transmission. 

Voices of the Wind Project

The Traditional Arts and Ethnology Centre recently completed a project documenting, safeguarding, 

and promoting the traditional music of Laos. Focusing on traditional wind instruments, musicians, 

and music, the project conducted research across northern Laos and collected hundreds of photos and 

Session 3-5

video clips of instruments being made and musicians playing those instruments. TAEC then mounted 

an exhibition called “Voices of the Wind: Traditional Instruments in Laos” (which is still on display), 

and returned to the source villages to organise pop-up exhibitions and music events, and to provide the 

musicians and communities with the material gathered.

The project began in October 2017 with the TAEC research team (a Belgian anthropologist and a 

local researcher) embarking on initial surveys and field trips. Together, the team visited 28 villages of in 

four provinces of northern Laos, the most ethnically diverse part of the country. Eight ethnic groups from 

the four ethnolinguistic families of Laos were visited during these trips: Akha, Hmong, Iu Mien, Kmhmu, 

Kui Luang, Lahu (or Mousseu), Tai Dam, and Tai Lue. In villages where musicians and instruments were 

still present, the team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about musical practices and instrument making, 

made audio and video recordings and took pictures. From these trips, 4,069 pictures, 436 videos and 84 

audio recordings were captured by the TAEC team. Several of these recordings feature the last musicians 

of a village or a region, or the work of the last instrument maker. 

When possible, local musical instruments were also collected for the TAEC collection in order to 

safeguard the objects and knowledge associated with them. A strict acquisitions policy was followed. The 

research team always made sure that instrument makers were still able to craft new instruments, and that 

they collected a functioning instrument but not the best nor the last of the village. In total, 43 instruments 

were collected during fieldtrip. 

Apart for the obvious benefit of these research trips (safeguarding the collected data), this phase 

of the project also positively impacted musical life in the village as the presence of the team helped to 

recognise local musicians and their talents. While musical knowledge is present, it is rarely directly 

verbalised, as music is usually learned in an informal way by observation and imitation. Interviewing 

music actors about their practice was already a first step in music preservation and celebration. Other 

villagers, witnessing the interviews and recordings sessions, started to develop more interest in the 

musical practices. Some started recording musicians with their phone, others even trying the instruments. 

For example, we observed a young Tai Dam boy picking up and trying for the first time one of the 

instruments his grandfather crafts, while we were interviewing him. Seeing strangers spending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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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ing questions and recording their parents and grandparents caught the attention of younger generations 

in their musical heritage. 

Dissemination Activities

An integral part of the project was the final phase, the dissemination. The dissemination took 

two forms: (1) a temporary exhibition about wind instruments of Laos and a music repository at the 

Traditional Arts and Ethnology Centre in Luang Prabang; and (2) dissemination events that took place in 

eight villages of northern Laos, directly reaching about 300 villagers. The dissemination events consisted 

of:

1. A pop-up exhibition about local traditional music with four large panels in Lao language about 

local instruments, singing, musicians, and recognition of local traditions.

2. Ten local musical instruments of different ethnic groups that residents could pick up and try 

playing.

3. Screening of videos of musical performances filmed during fieldtrips in different ethnic groups (on 

computer screen or big screen according to the technical capabilities). 

During the event, key actors of the village (head of the village, school teacher, musicians, etc.) 

received the following media that is intended to be shared with the whole community: 

1. DVDs of musical videos filmed during fieldtrips in villages of their own ethnic group.

2. SD cards (easy to use by teenagers as tracks can be shared through phones) with audio recordings 

collected during fieldtrips in villages of their own ethnic group.

3. Printed books about the music, including 69 colour pages in Lao language with pictures and short 

texts celebrating local musicians, instruments, and singing. 

4. Pictures of villagers taken during fieldtrip. 

Each dissemination event took place over half a day in each primary village, usually in the afternoon 

when villagers came back from the field and children finished school. The first visitors of the event 

usually arrived while the team was setting up the exhibition, attracted by the unusual scene. Most of the 

time, women and children were the first to arrive but were quite shy and keep their distance. Men would 

then come, read the panels and try a few instruments. The videos undeniably brought in the biggest 

crowd. While men usually don’t stay long, women and children became more confident and fully enjoyed 

the event, pointing out fellow villagers on pictures of the panels or in the booklet, and enjoying the music 

videos of different ethnic groups. Children would get very interested in the musical instruments to try, 

and usually ended up playing for several hours. When the peak of visitor numbers seemed to be reached, 

the team gave away the DVDs, SD cards, and booklets in front of the whole village, to ensure everyone 

knows what there is and where they can be borrowed. 

Local musicians often brought their own instruments to play and display at the events, and the TAEC 

team encouraged dialogue between them and the children by asking questions about local musical 

practices. At the end of the event, a small musical performance usually took place, performed by local 

musicians willing to show and share their talent and musical knowledge. 

Valuing Musicians

The goal of these events was to promote the local community’s role in safeguarding their own 

culture. Organising dissemination events in the village also made it possible to reach a larger number 

of persons than the key actors interviewed during the initial research project. With these events, TAEC 

wanted to spark the interest of the younger generation in traditional music and instruments, and create a 

dialogue between music actors and the rest of the village. While the creation of a music repository and 

an exhibition at TAEC contributes to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musical practices in Laos, it is by the 

villagers themselves, and younger generations in particular, that traditional music can be truly celebrated, 

preserved, and revived. Sharing the results of the research puts the villagers back in the centre of the 

project, and confirms their role as the key actors of their own cultural practices.

By making an impression on local musicians, residents, and in particular younger generations, such a 

project can have a concrete impact on the tradition of local music. Children were the most involved and 

active visitors of dissemination events organised by the TAEC team. They were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e booklets, composed of engaging colour pictures and simple short captions. Kids would even 

create little games during the event, trying to match the videos or pictures with the instrument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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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 searching for villages’ musicians among the pictures of the books, or creating new instruments 

by combining several flutes and reed bamboo tubes together. Trying local instruments from different 

minority groups was the most popular activity of the event. Children would spend hours trying to create 

a sound and change it by plugging the finger holes. Team effort was often observed to understand the 

mechanisms of an instrument. 

Once the event was set up, the TAEC team would encourage children to try the instruments and 

ask local musicians for help. The (re)creation of this connection was one of the main goals of the 

team during the event, as we noticed that many children didn’t know who were the musicians or the 

instrument makers in their village. The event showed that children are interested in traditional music 

and instruments if they are guided a little and can easily access music instruments. We heard many times 

elder complaining about the disinterest of younger generations for traditional music. “They don’t ask me 

to learn so I don’t teach” was often the answer when we asked about musical transmission to the younger 

generations. With better access to education and the increasing number of teenagers leaving villages 

to find jobs, the younger generation spends less time in the village observing elders and acquiring their 

knowledge. Disruption to the mechanisms of musical skill transmission have been amplified by these 

economic and social changes. 

This is why this project, and in particular its dissemination phase, was relevant and crucial. Seeing 

visitors to the village asking their grandparents questions helped young people to recognise these cultural 

practices with more perspective and begin to realise their value. The dissemination phase (re)connected 

younger and older generations together, (re)creating social links and providing new transmission tools 

adapted to their new way of life. The activities engaged the young and old, sparking curiosity, pride, 

and enjoyment. It especially invigorated the musicians themselves, highlighting them as custodians and 

ambassadors of their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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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키스탄 무형유산의 보호활동 현황

딜쇼드 라하미 (타지키스탄 문화정보연구원 부원장)

타지키스탄의 무형유산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과 표현 및 형태로 발전해왔다. 이러한 

무형유산은 과거는 물론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타지키스탄 두샨베에 위치한 문화정보연구소(Research Institute of Culture and Information, 이하 

'RICI')는 2003년 협약의 요구사항과 목표 이행을 위해 최초로 설립된 기관으로, 국내 문화, 도서관학, 미디

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RICI의 연구자들은 현재 6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국내 무형유산 현황: 문제점과 

전망"이라는 제목의 무형유산 관련 프로젝트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2017년, RICI는 타지크문화유산센터를 설립했다. 현재 10명의 연구자가 센터에 소속되어 있으며, 이들

은 주로 무형유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센터는 무형유산 파악, 목록화, 등재신청서 작성, 타지크인의 무

형유산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센터는 국내 무형유산의 보호와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 초부터 RICI는 무형유산 보호·연구·증진을 위한 시리즈 도서("타지크인의 무형유산")를 출간해

오고 있다. 해당 시리즈는 RICI 연구자들의 현지조사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노력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현

재까지 7권의 도서가 발행되었으며, 8번째 도서가 발행될 예정이다.

RICI는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ICHCAP)와의 협력을 통해, '타지키스탄의 무형유산'에 관한 도서 출

간 사업과 '무형유산 정보 관련 기관 활성화 지원' 사업을 수행했다. 특히 후자의 경우 무형유산 보호에 관한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고 또한 국내 무형유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해당 사업에 따라, 4개 주(바다흐샨, 수그드, 하틀론, 라슈트)의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적 역량 강화 

연수 워크샵을 개최했다. 해당 주의 여러 지역에서 80명 이상이 워크샵에 참여했다. 양일간 개최된 워크샵에

서는 RICI의 무형유산 전문가들이 참여자들에게 강의를 제공했다. 2003년 협약 문서를 포함한 연수 자료를 

영어에서 타지크어로 번역하고, 기타 자료를 준비하여 참여자들에게 배포했다. 

RICI 내에 시청각·사진 자료의 기술적 관리를 위한 무형유산연구소를 설립했다. 해당 연구소는 무형유산 

자료를 수집·유지하며, 연구자와 언론인, 문화 담당관, 기타 관심있는 이들에게 해당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토착어로 작성된 무형유산 보호 매뉴얼도 마련했다. 해당 매뉴얼은 타지키스탄의 무형유산을 소개하고 

또한 목록작성 방법과 형태, 등재신청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2003년 협약과 국내 무형유산 참고문

헌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모바일 사진전을 제작했다. 해당 사진들은 다양한 영역의 무형유산을 아우르

고 있으며, 여러 과학·문화 행사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타지키스탄 정부는 국내 무형유산에 관한 인식 제고와 연구 및 홍보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에

모말리 라흐몬 대통령은 2019년에서 2021년을 '지역발전, 관광개발, 민속공예의 해'로 선언했다. 이는 국내 

무형유산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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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Safeguarding Activities in Tajikistan

Dr. Dilshod Rahimi  
(Vice-Director, Research Institute of Culture and Information, Tajik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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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 and has grown in multiple ways and expressions and forms. These intangible cultural forms 

have always played significant functional role both in the everyday life of the people in past and today. 

The Research Institute of Culture and Information (RICI), located in Dushanbe city is the first and 

basic institute where the requirements and goals of 2003 Convention are implemented. RICI is engaged 

in the study and research of national culture, the problems of library science and the country's media. 

The researchers of this Institute currently work on six scientific projects; one of them is related to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ch is titled "The current stat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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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2017 in the RICI was founded "Center of Cultural Heritage of the Tajiks", which now employs 10 

researchers. They are conducting research mainly o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ne of the priorities 

of this Center is the identification, inventory making, and preparation of the nomination files and the 

study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he people of Tajikistan. In this direction, the main goal of the 

Institution is to contribute to the preservation and dissemination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he 

population of the country.

In the Institute for the academic research and information in the field of safeguarding, researching and 

promot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ince the beginning of 2016, the book series titled «Intang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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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the painstaking work, including fieldworks of the research members of the institute. So far, s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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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collaboration with ICHCAP were carried out two projects, first on preparation and publication the 

promotional book on ICH in Tajikistan and the second titled “Support the Activation of ICH Information-

related Institutes”. The main goal of the last project was strengthening national capacities for ICH 

safeguarding and raising awareness of wide auditory about ICH in Tajikistan.

According to this Project, four training workshops were held on strengthening national capacities 

for ICH safeguarding in the four provinces: Mountainous Badakhshan, Sughd, Khatlon and Rasht 

with participation of the Tajik experts. In these workshops participated more than 80 participants from 

different regions of given provinces. They attended two days training workshops which were led by Tajik 

ICH experts from RICI. Training materials, including text of 2003 Convention were translated from 

English to Tajik language, prepared handout materials for training participants. 

In the Research Institute of Culture and Information was established the ICH laboratory for technical 

elaboration of audio, video and photo materials. There will be kept as well as gathered ICH materials, 

which are accessible for researchers, journalists, cultural officers and other interested people. 

The manual on safeguarding ICH in local language prepared for publication. It tells abou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ajikistan, inventory making methods and forms, nomination practices. The book 

includes Convention 2003 and bibliography on ICH in Tajikistan. 

As well as in the frame of this project in the RICI was organized mobile photo exhibition. The packet 

of photos includes different ICH domains and the exhibition of ICH photos will be exposed in many 

scientific and cultural events. 

The Government of Tajikistan pays more attention for raising awareness, study and propaganda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territory of country. The President of Tajikistan, Mr. Emomali Rahmon 

declared the years 2019-2021 as ”Years of rural development, tourism development and folk crafts”. This 

essential initiative put great contribution in the developmen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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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 전문기관의 역할과 업무

체첸블릭 막사르자브 (몽골 국가문화유산센터 조사연구부장)

몽골 국가문화유산센터(이하 '센터')는 1988년 교육문화과학부에 의해 '박물관 소장품 복원소'로 최초 설

립된 후,  1995년 문화유산센터로 재편되었다. 

2008년, 센터는 당시 무형유산 기록·등록에 있어 가장 활발히 활동하던 비정부기구와 통합되었다. 이

후 센터는 교육문화과학부의 주도로 유무형유산을 아우르는 '문화유산 등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

다. 2019년까지 총 177개 종목의 무형유산이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었다. 여기에는 언어와 구전전통

(11%), 민속공연예술(60%), 사회적 관습과 의례 및 축제행사(4%), 전통기술 및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과 관

습(2%), 전통 공예기술(23%) 관련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2017년, 센터는 국가문화유산센터로 승격되었다. 센터는 무형유산 연행자·보유자와 직접 소통하며, 이

들과 정부기관간 관계와 소통을 촉진한다. 

2008년에서 2019년까지 센터는 교육문화과학부, 유네스코몽골위원회, 기타 관련 정부기관 및 비정부기

구들과 협력하여 14개 무형유산 종목을 유네스코 목록에 등재했다. 

센터는 유네스코, 카테고리2센터, 기타 협력 기관이 몽골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무형유산 관련 프로젝

트에 지원 기관 또는 주요 수행 기관으로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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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센터가 수행한 무형유산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 유네스코 무형유산기금의 지원을 받은 '몽골 전통 서사시 보호 활성화' 프로젝트 (2013-2016)

·   유네스코와 일본신탁기금의 지원을 받은 '무형유산보호협약 이행을 위한 몽골 역량강화' 프로젝트 

(2012-2016)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ICHCAP)와의 '아태지역 국가 무형유산 목록을 위한 플랫폼 구축' 협력 프

로젝트 (2018)

·   유네스코아태국제훈련센터(CRIHAP)와의 '유네스코 2003 협약 이행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 협력 프로

젝트 (2017-2019)

•   유네스코 무형유산기금의 지원을 받은 '림베의 민속 장가 연주 기예 – 순환호흡법: 전통 곡목 보존과 

전승' 프로젝트 (20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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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and Tasks of ICH Expertise Institution 

Mr. Tsetsenbileg Magsarjav,  
(Head of the Department for Cultural Heritage Registration and Research, 

National Center for Cultural Heritage (NCCH), Mongolia)

Originally the Center was founded in 1988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s as the 

Restoration Studio for Museum Objects, and later in 1995 was re-organized into the Center for Cultural 

Heritage.

In 2008, the most active at the time NGO operating regarding documentation and registration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as merged with the Center. Since that period, with the initiative from the 

Ministry of the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s, the Center has created State Database for Registration 

and Informa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including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tal 

of 177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lements, of which Language and Oral Traditions - 11%, Folk 

Performing Arts - 60%, Social Practices, Rituals and Festive Events – 4%, Traditional Techniques, 

Knowledge, Practices Concerning the Nature and Universe - 2%, and Traditional Craftsmanship – 23% 

are documented and registered in the State Database for Registration and Informa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by 2019.

In 2017 the Center has gained the status of the National Center for Cultural Heritage (NCCH). 

It directly works with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earers/holders, creating network and connection 

between them and governmental institutions. 

Between 2008 and 2019 the NCCH in cooperation with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cience, 

and Sports of Mongolia, the Mongoli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and other associated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has inscribed 14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lements in the UNESCO’s 2003 Convention Lists. 

Panel Discussion 2-2

The NCCH took part in most projects implemented in Mongolia by UNESCO, its Category 2 centers 

and partner organizations reg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supporting organization or main 

implementing entity. 

• ICH projects implemented by the NCCH in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Project for safeguarding the tradition of Mongol Epic - “Safeguarding and revitalizing the 

Mongolian traditional epic”, with the support from UNESCO’s ICH Fund, 2013-2016; 

•    Project “Strengthening capacities of Mongolia for implementing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ith the support from UNESCO and Japan Fund 

in Trust, 2012-2016;

•    Project “Building Platform for National ICH Invento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in 

cooperation and with the support of the ICHCAP, 2018;

•    Project “Role of Media for Implementation of the UNESCO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cooperation with CRIHAP, 2017-2019;

•   “Strengthening and stabilizing the Folk Long performance technique of Limbe performers - 

circular breathing through the old repertoire in new generations” with the support from UNESCO 

ICH Fund, 20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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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무형유산보호 활동 현황: 베트남 문화예술연구소

티탄호아 응웬 (베트남 문화예술연구원 연구관)

무형유산은 변화하는 개념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 방식도 계속해서 변화한다. 1971년 설립된 문화체

육관광부 산하 연구교육 기관인 베트남 문화예술연구소(Vietnamese Institute of Culture and Art Studies, 

이하 'VICAS')는 1990년대부터 무형유산 보호에 관한 국가 프로그램(National Target Program)의 시행과 감

독을 주도해오고 있다. 무형유산 목록화가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인 VICAS는 방대한 양의 무형유산 사진, 다

큐멘터리, 보고서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또한 VICAS의 연구자들은 소실되거

나 사라질 위기에 처한 무형유산을 되살리는 데 기여해왔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무형유산 목록화와 

기록화는 무형유산의 역동성에 비추어볼 때 불충분해 보인다. 

21세기에 들어, 베트남과 유네스코가 더욱 긴밀히 협력한 결과 베트남 내 무형유산에 관한 정책 담론과 

실질적 연구도 크게 변화했다. 유네스코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 협약과 이에 따른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무형유산의 개념은 이후 VISCA의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VICAS의 프로젝트는 무형유산 목록 

작성에서부터 무형유산 정보 교육 및 확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과 플랫폼을 아우르고 있다. 무엇보다, 

이렇듯 다양한 활동과 플랫폼의 근간에는 공동체 기반의 참여가 뒷받침되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VICAS

는 무형유산을 생산·유지·전승하는 공동체와 집단 및 개인들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며, 관련 프로젝트의 

기획부터 이행과 평가까지 모든 단계에서 이들의 참여를 보장한다. 또한 VICAS의 프로젝트는 오지와 시골지

역의 소수민족과 같은 소외계층 및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VICAS 내 무형유산 

전문가들과 상호주관적(intersubjective)이고 상호문화적인 대화를 나누며, 이는 무형유산의 다양한 표현과 

해석 및 보호모델 창출로 이어진다. 이와 같이, VICAS가 하는 일은 참가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이들이 무

형유산 보호·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 요컨대, VICAS는 참

여 기반의 무형유산 보호·증진을 통한 사회 통합과 시민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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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Safeguarding Activities: Vietnam National Institute of 
Culture and Arts Studies(VICAS)

Ms. Nguyen Thi Thanh Hoa  
(Researcher, Vietnam National Institute of Culture and Arts Studies )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is a shifting concept, and so is the way we perform our research in 

this area. In Vietnam, since the 1990s, Vietnam National Institute of Culture and Arts Studies (VICAS), 

a research and education institution being established in 1971 under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been the leading agency in monitoring and implementing the National Target Program on 

ICH safeguarding. With a primary focus on making inventories of ICH elements, VICAS has contributed 

mainly to the establishment of a database containing a vast number of ICH still images, documentaries 

and written reports. Some lost and endangered ICH elements have also been restored and revived thanks 

to the efforts of VICAS researchers. However, while the achievement is undoubtedly significant, ICH 

inventory making and documentation seem to be insufficient to capture the dynamic nature of ICH. 

Since the turn of the 21st century, both policy discourse and practical research on ICH in Vietnam 

have changed remarkably as a result of closer collaboration between Vietnam and the UNESCO. The 

UNESCO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CH and its conceptualization of ICH as living 

heritage have set forth a new direction to research done by VICAS since then. VICAS projects nowadays 

embrace various activities and platforms, ranging from inventory making to education and dissemination 

of ICH information. More importantly, what underlies such diversity of measures and platforms is a 

community-based and participatory approach. VICAS emphasizes the central role of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that create, maintain and transmit ICH elements, thereby including their participation into 

all phases of our projects, from planning to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ther target groups of VICAS 

projects include young people and those who belong to marginalized groups, such as ethnic minorities 

in remote and rural areas. When becoming part of our projects, these social actors are encouraged to 

engage in intersubjective and intercultural dialogues with our ICH professionals, through which different 

expressions, interpretations and safeguarding models of ICH are made available. The significance of our 

work, therefore, lies in its attempt to empower people who are involved and to transform them into active 

agents in the safeguarding and promotion of ICH. Altogether, we work towards the improvement of 

social inclusion and civic engagement through participatory safeguarding and promoting 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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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보호 주체로  

- 국립무형유산원의‘무형유산 교수역량강화과정’및‘시민공방’사례 -

임승범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진흥과 교육협력팀장)

무형유산의 전승을 위해서 설립된 복합행정기관인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무형유산 전승 주체자들과 일

반 시민을 매개로 하는 여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번 패널의 주제인 ‘시민을 보호 주체

로’에 해당하는 사업 2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형유산 교수역량강화과정

무형유산 교수역량강화과정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형유산 체험교육’및 ‘청소년 진로탐

색 캠프’등의 교육 강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설되었습니다. 주로 무형

문화재 이수자들이 아이들에게 무형유산을 교육하는 강사로 활동하기 위해서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크게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됩니다. 기초과정은 3회로 구성되며, 각 회당 2박 3일간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무형유산 콘텐츠를 활용한 창의적인 교수법, 교육 도구 제작 등 입니

다. 이를 통해 무형유산 교육현장에서 직접 쓰일 학습지도안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심화과정은 기초과정을 토대로 교육학 개론, 교육심리학, 교육철학 등 교육학의 전반적인 이론 및 심화된 

교수학습법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영역의 교육을 위해서 국립무형유산원은 인근의 국립전주

교육대학교와 공동으로 이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2019년 8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

주교육대학교의 교육학 전공 교수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하여 전승자들이 무형유산 강사로서의 전문성을 키

워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을 수료한 전승자들에게는 심사 절차를 거친 후에 1년 또는 2년간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운영

하는 체험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무형유산의 전승자가 

교육주체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고, 일반 시민 및 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무형유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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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전승자와 일반 국민 모두 무형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무형유산 시민공방

시민공방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무형유산의 실기 교육을 통한 이해와 가치 확산을 목적으로 개설된 프

로그램입니다. 무형유산 중에서도 공예·기술 분야 입문 수준의 초급과정을 일반 국민들에게 교육시키고, 이

를 통해 시민들에게도 무형유산을 체험하고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

급적 전통도구를 사용하고 전통기법을 활용한 교육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통공예 기술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칼과 망치 등 

때로는 다소 위험한 도구를 다루어야 하고, 매우 뜨거운 불 또는 화기(火器)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공예기술 중에 일반 시민들이 비교적 쉽게 체험할만한 종목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소목장, 옹기장, 자수장을 교육대상 종목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교육생은 10명

~20명 내외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 교육이 완료된 소목장 교육운영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소목장 교육은 2019년 4월 1일부터 5월 27일 동안 매주 2회씩 저녁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6차시

로 진행되었습니다.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퇴근 시간 이후인 저녁 시간에 수

업이 진행됩니다. 

교육내용은 한국 전통의 짜임 기법을 활용한 사방탁자 만들기로, 강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이수자인 홍성효 선생이 담당하였습니다. 수강생들에게는 별도의 교육비를 받지 않지만, 재료비는 본인 부

담입니다. 

이 교육과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 소재하고 있는 전주시 또는 전라북도 지역의 시민들에게 매우 큰 호응

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공방은 일반 시민들이 무형유산에 대한 향유자에서 종사자로, 자신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회체험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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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사방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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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HC’s‘Capacity building programs for intangible heritage 
teaching’and‘Public workshops’-

Mr. Seung-Bum Lim (Senior Curator,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Korea )

Th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is a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body established for 

the transmission of intangible heritage, which conducts various programs to connect practitioners with 

members of the public. Here, I would like to discuss two NIHC projects pertinent to the topic of this 

panel discussion- “Agency of the Public in Safeguarding”. 

Capacity building programs for intangible heritage teaching

Capacity building programs for intangible heritage teaching were first created to train instructors for 

the NIHC’s intangible heritage experience program and youth career camp, building their professional 

skills as teachers. The instructors in these programs are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training course 

graduates who wish to teach children about intangible heritage.

The programs are divided into the basic course and intensive course. The basic course comprises 

three sessions, each lasting three days. The content includes creative teaching methods using intangible 

heritage as content, and making teaching tools. At the end of the program, participants learn to create 

teaching plans that will be used in actual practice of intangible heritage education.

The content of the intensive course covers pedagogical theory such as introduction to pedagogy, 

educational psychology and educational philosophy, as well as intensive methodology. In order to provide 

such professional training, the NIHC signed an MOU with the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ug 2019) to jointly operate the program. Thus, professors at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onduct these intensive courses to train practitioners as professional intangible heritage instructors.

Panel Discussion 2-4

The practitioners who complete the training are given the opportunity to work as instructors for the 

experience programs operated by the NIHC for 1 or 2 years after a selection process. Such training helps 

practitioners of intangible heritage build the capacity to perform their roles as agents of education, while 

giving members of the public and students the chance to experience intangible heritage at an advanced 

skill level. This allows both practitioners and members of the public to share and enjoy intangible 

heritage together.

Public workshops for intangible heritage

Public workshops were established in order to promote awareness and share the value of intangible 

heritage by teaching members of the public the skills related to intangible heritage. The program provides 

members of the public with a beginner’s level of training in the field of handicrafts and craftsmanship 

within intangible heritage, giving them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and enjoy intangible heritage. 

Traditional tools and traditional techniques are used as far as possible in these workshops. 

Traditional handicraft techniques are less accessible to ordinary members of the public as possibly 

dangerous tools such as knives and hammers have to be used, alongside very hot flames or heating 

devices at times. Thus, the more accessible traditional handicraft techniques are selected for these public 

workshops. 

In 2019, the elements of somokjang (wood furniture making), onggijang (earthenware making), and 

jasujang (embroidery) have been selected for the workshops. Each workshop has 10 to 20 students. Here, 

I’ll present the outcomes of the somokjang (wood furniture making) workshop that has been completed 

to date.

The somokjang workshop was held twice weekly from 6;30 pm to 9:30 pm from April 1st to May 27th 

in 16 sessions. The classes are held in the evening after the work day to accommodate ordinary members 

of the public who have to work in the day. 

Students were taught how to make the sabang takja (rectangular open etagere) using the traditional 

Korean jjaim (joining) technique. The instructor was Hong Seong-hyo, a course graduate of somokjang,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55. The course is free for the students, who only have to bear the 

cost of th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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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workshop has been very well received by residents in Jeonju and the Jeollabuk-do region where 

the NIHC is located. 

These public workshops are experience-based social education programs that help members of the 

public realize their potential, as they go from simply enjoying intangible heritage to practicing in their 

lives. 

Completed product (sabang tak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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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태한 (무형유산학회 편집위원장, 전북대학교 무형유산정보연구소 연구교수)

한국은 무형유산이 일상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김장문화, 아리랑, 씨름을 쉽

게 접할 수 있으며 국가나 시도에서도 무형유산을 여럿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과 전승에 힘쓰고 있습

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무형유산 교육과 연구에서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참여를 높이는 방안 모색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손쉽게 만날 수 있는 무형유산이 곳곳에 흩어져 있고 상당한 숫자의 사람들

이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식이 있다는 것은 무형유산과 실생활을 바라보는 관점이 개인에 

따라 상당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IT가 가장 발달한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으며, 휴

대전화를 마치 신체의 일부분처럼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정보를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백과사

전을 소유하지 않아도, 넘치는 지식과 정보를 자기 것처럼 쉽게 활용하는 이들을 여럿 볼 수 있습니다.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라는 용어가 적확한 표현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은 

개인화, 비대면화, 즉흥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공동체에 속하면서도 개인의 특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가족

이나 이웃과 유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대면화를 좋아합니다. 무형유산에 대한 태도도 같습니다. 대학

에서 강의를 하면서 만나는 많은 학생들은 기성세대의 생각이상으로 무형유산을 잘 받아들입니다. 물론 이

들이 생각하는 무형유산과 여러 전문서적이나 학자가 생각하는 무형유산의 개념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무

형유산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의 일환으로 무형유산을 찾고 있으며, 자

신의 수요에 맞게 가공된 정보를 선호합니다. 공동체 의식을 다양한 영상자료를 통해 확인하려고 하고 있으

며,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뉴스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사건이나 사고에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

다. 따라서 무형유산 교육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될 것

입니다. 그동안 모인 무형유산 관련 자료를 사이버 공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자료로 가공하는 작

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사이버 공간에 쌓이는 많은 자료를 단순한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자료로 대

패널 2-5

할 것이 아니라, 디지털 헤리티지(Digital Heritage)로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무형

유산의 기반보다, 사이버 공간에 존재하는 무형유산 자료가 오히려 무형유산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것

입니다. 단순한 기록물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수용 강요 교육은 의미가 없습니다. 개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는 교육 자료 구축, 무엇보다도 쌍방향적 소통이 가능한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

줄 수 있는 교육활동에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무형유산을 바탕으로 한 무형유산 체계 정립 및 연구,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이론적이고 체계

적인 틀을 제시하기 전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무형유산 자료를 정리하면서 나름의 관점을 도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의 중심에는 지역 문화원이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기초 지방자치단체에는 

문화원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다양한 무형유산 자료를 모으고 알리는 일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무형유산 체험 교육 및 연구 활동 교육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답사를 통해 현장

에 존재하는 무형유산을 접하고 있으며, 문화원 부설로 설립되어 있는 <향토문화연구소>를 통해 나름의 연

구 활동도 전개합니다. 문화원은 시도별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고 전국문화원연합회를 통해 전국적인 연

계도 가능합니다. 이들이 쌓아놓은 수많은 성과들은, 지역 사회에 존재하는 무형유산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가

장 요긴한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성과에 대한 학계의 평가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학자

들의 리그와 지역 문화원이 중심이 되는 향토유산연구가(이는 공식적인 명칭은 아닙니다.)의 리그가 구분되

어 있어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다양한 무형유산 교육

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이들과 협력하면서 전문적인 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

니다. 학교 교육의 보완으로 등장한 마을교육공동체 운동이 참고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본과 미국

의 커뮤니티스쿨, 캐나다의 센터형 마을교육공동체, 프랑스의 관-민-기관의 다자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 활

발하게 마을 교육운동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기반에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에 밝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

여를 전제로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존재하는 문화원과 같은 전국적인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을 필요

가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로 존재하는 학자와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론적인 틀은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지역

의 무형유산에 밝은 주민들과의 연대감 모색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기술한 두 가지는 결국 디지털 세대의 특징을 감안하면서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무형유산 교육의 

방향 확립, 지역에 거주하면서 활동하는 주민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발표자가 활동하고 있는 무형유

산학회는 한국에서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이 모여서 만든 학회입니다. 그래서 <무형유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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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매개자 활성화 모색>(2019년), <무형유산 생태계 변화와 전망>, <무형유산 연구방법>, <남북한 무형유산 

교류의 현황과 전망)(2018년), <무형유산과 지역 정체성>, <무형유산과 문화의 정치>(2017년) 등의 학술세미

나를 개최하였고, (사단법인)무형문화연구원, 전북대학교 무형유산정보연구소와 연계하여 무형유산 기록화 

사업, 국가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모니터링 사업, 근현대 구술사 사업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무형유산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라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무형유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

는 개개인의 격차를 좁히고, 다양한 세대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지역사회의 특징을 찾는 연구를 계속 수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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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 of Intangible Heritage Education and Research - 
Cultural Centers, the Public and Scholars

Prof. Tae-Han Hong (Chief Edit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ociety)

Intangible heritage is a part of daily life in Korea. Intangible heritage inscribed to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such as kimjang culture, arirang, ssireum are not difficult to come across, and a 

wide range of elements have been identified for conservation and transmission by national and regional 

authorities. However, there have been concerns in recent years that public participation should be 

increased, with greater emphasis on the role of the public in intangible heritage education and research 

in recent years. The reason why such concerns exist despite the fact the intangible heritage is easily 

accessible everywhere with many people participating in their practice may be that people have different 

understandings of intangible heritage and actual life. 

Korea is one of the most advanced nations in IT. Internet access is easily available everywhere, 

and many people use mobile phones like a part of their bodies. People enjoy an abundant supply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without remembering the information or owning encyclopedias themselves. 

The expression “phono sapiens”seems apt. Phono sapiens are characterized by individuality, preference 

for non face-to-face interactions and improvisation. They are part of a community, but express their 

individuality strongly, are connected with their family and neighbors, but prefer non face-to-face 

interactions. This applies to their attitudes toward intangible heritage as well. The students I teach in 

university are more interested in intangible heritage than we think as members of an older generation. 

Perhaps their concept of intangible heritage may differ from that of scholars and specialized ICH 

publications, but they do not reject it in itself. They seek intangible heritage as part of the information 

they need, and prefer information processed to suit their needs. They try to reaffirm the spirit of 

community through a wide range of audiovisual materials, and respond to events and incidents that go 

against their values on the news in real time. Therefore, the priority in intangible heritage education 

Panel Discussion 2-5

should be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hat reflect these characteristics. First, the accumulated materials 

on intangible heritage should be digitized to make them easily accessible online. Going further, the 

materials accumulated on the internet shouldn’t simply be taken as data, but should be ascribed value 

as digital heritage. Intangible heritage materials online may be more effective than intangible heritage 

platforms in real life when it comes to raising awareness. Education which tries to enforce acceptance 

based on just recordings and documents are meaningless. We need to present materials that correspond 

to individual needs, construct an educational system that utilizes these materials, and more importantly, 

enables interactive communication. 

People are naturally interested in the places they live in. They respond immediately to educational 

activities that address their needs, and participate actively. What they want are systems, research and 

revitalization methods based on the intangible heritage of the places they live in, Before a theoretical and 

systematic framework, they want an overview of the specific and detailed materials on intangible heritage 

together with some perspective. Regional cultural centers are where such activities are conducted. Every 

local government unit in Korea operates a cultural center, which collects and disseminates intangible 

heritage related information, while providing residents with educational programs to experience and 

research intangible heritage. Regular field trips are conducted to experience intangible heritage in their 

natural environment, while research activities are conducted through folk heritage research centers 

under the cultural centers. The cultural centers are connected through regional networks and a national 

network under the National Cultural Center Alliance. Their numerous achievements are crucial materials 

reflecting the importance of intangible heritage in local communities. However, the academic world does 

not hold such achievements in high regard. For some reason, scholars and folk heritage researchers (not 

an official term) have been operating in leagues of their own, without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I think there needs to be ways for scholars to cooperate with and participate in the various intangible 

heritage education programs of cultural centers. The village education community movement, introduced 

to complement formal education, could be a reference point. The community schools of Japan and the U.S., 

village education community centers in Canada, and multilateral networks between the public sector, 

private sector and organizations in France are examples of active village education communities. This 

requires the precondition of active participation from residents who are familiar with the area. A wa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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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the existing national network of cultural centers in Korea would be in order. We need to find a way to 

connect scholars who are experts in the field, with residents who may not have the theoretical framework 

but are familiar with the intangible heritage of the area.

The two points discussed above can be summed up as intangible heritage education directed towards 

a digital generation which considers their unique needs, and building networks with residents active in 

the field of intangible heritage in their communities.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ociety, of which 

I am a member, was formed by researchers in Korea who share this view. So far, we have held academic 

conferences such as “Activation of Cultural Mediators in the Intangible Heritage Field”(2019), “Changes 

and Outlook for the ICH Ecosystem”,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search Methodology”, “Current 

Status and Outlook of Inter-Korean Intangible Heritage Cooperation”(2018), “Intangible Heritage and 

Regional Identity”, “Intangible Heritage and Politics of Culture”(2017), and conducted projects such 

as the Intangible Heritage Documentation Project, Monitoring of Open Events for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Modern Oral History Project together with the Center for Intangible Culture Studies, 

and Center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nformation at Jeonbuk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 

targeted at the public should be continued, if only to raise awareness of intangible heritage. We will 

continue to conduct research to reduce the gap between individuals interested in intangible heritage,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generations, and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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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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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수잔 오게가 2019년 세계무형문화유산 포럼을 위해 준비한 것이다.

2019. 10. 1

© Suzanne Ogge

개요

북한은 2008년 국내는 물론 국제적 차원에서 살아있는 유산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제정한 2003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하 2003협약)을 비준하였다. 그 이후 북한은 협약의 대표목록에 3건

의 무형유산을 등재했다. 대부분이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협약 당사국은 살아있는 전통(무형문화유산이라고 

특별세션 1-1

한다.) 목록 등재를 목적으로 등재신청서를 준비할 것이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목록에 등재된 

종목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한다. 

북한의 경우 최초 등재한 종목은  민요 아리랑(2014년)이다. 그 후 등재된 종목은 전통 김장 (2015년)이

었다. 포럼에 참석한 사람 모두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알고 있듯이 이 두 종목은 대한민국에서도 별도로 등

재한 종목이다. 

© Jang Song Rin/Korean Central Photograph Publicity Agency, 2011 ©   Kim Kwang Chol/Korean Central 
Photograph Publicity Agency, 2011

Photographs Ryu Tok In © Korea National Heritage Preservation Agency, 2013  

작년에 남북한은 전통 한국 레슬링 씨름을 최초로 공동 등재했다.1) 이는 남북한의 문화관계에서 매우 역

사적인 순간이었다. 당시 다른 국제 협력 채널은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네스코가, 더 구체적으로는 유네

스코의 문화프로그램이 중요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2)  

1) 자세한 내용은 https://ich.unesco.org/en/RL/traditional-korean-wrestling-ssirum-ssireum-01533

2) 등재신청은 2018년 11월 26일에서 12월 1일 모리투스 공화국의 포트루이스에서 열린 2003협약체제 하의 정부간위원회 회의 가간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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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graphs © KANG Sang Ho, journalist of Korean National Heritage Preservation Agency, DPR of Korea, 2017 

Photographs © Korean Ssireum Association

이 글에서 나는 한국의 전통 씨름이 등재되기 직전인 2018년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평양에서 8일

간 개최된 훈련 워크숍에서 얻은 나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 워크숍은 2003 협약의 국제지원 프로그램

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중국민속학회의 정책관인 주강(Zhu Gang) 교수와 함께 준비

하고 실행했다. 이는 유네스코 베이징 사무소의 문화사무소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본 발표는 훈련프로그

램을 설명하고 협력자의 시각에서 워크숍 경험에 대한 협력자의 견해와 일반적인 관찰 내용을 제시한다. 보

호활동이 어떻게 북한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대단히 중요하거나 결정적인 관찰을 하는 데까지는 가지 못

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짧은 체류기간 동안 그런 것을 간파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해도 적어도 상

당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강 교수와 나는 둘 다 북한 방문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유네스코 베이징 사무소의 문화 담당관 헤마 구

룽(Hema Gurung)과 프로젝트 사무관 페데리카 이엘리치(Federica Iellici)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도 언급하고 

싶다. 두 사람은 모두 북한의 문화보존관리국(National Authority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NAPCH)과 공동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으며 북한의 지역적 배경과 최근 발전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다. 우리에게 베풀어준 지역 주최자들의 따뜻하고 빈틈없는 환대와 더불어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워크숍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다.

참가자들

26명의 워크숍 참가자들은 30대에서 60대까지 연령층이 다양했다. 이들은 평안남도, 황해북도, 함경북

도, 양강도, 개성, 남포 그리고 란선시의 시도 지사를 비롯해 NAPCH와 평양의 조선문화보존사(The Korean 

National Preservation Agency)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이들 중 여성은 6명뿐이었는데, 이들 여성들의 낮은 참석률은 가족이 있는 여성들의 경우 먼 지방에서 참

석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The venue: The SciTech Centre, Pyongyang, and participants, photographs © Suzanne Ogge

프로그램

워크숍은 다음의 주요 세 개 분야의 국가유산전문가 훈련에 초점을 맞추었다. 

-   유산이 속한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살아있는 유산의 확인과 기록이 수행되는 공동체 기반의 목록작성. 

이는 협약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가장 중요한 단계의 하나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종목의 확인과 기

록을 통해 공동체는 어떠한 위협과 그에 상응하는 보호수단을 훨씬 잘 규정할 수 있다

- 협약의 두 목록, 즉 대표목록과 긴급보호목록의 등재신청서 준비의 목적 및 절차 

- 무형문화유산과 지속가능한 발전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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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신청서 관련 훈련의 목적 중 하나는 협약의 국제협력의 핵심 그리고 공동등재신청서 제출의 목적, 혜

택 및 구조에 대해서 북한 측 동료와 공유하는 것이었다.

주강교수와 나는 자료 준비를 위해 유네스코 베이징 사무소와 북한문화보존관리국과 함께 멀리 떨어져 

작업하면서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워크숍은 협약의 이행과 공동체 기반의 목록 작성을 위해 지난 

2013년 3월과 2016년 8월에 각각 열린 두 번의 워크숍을 기반으로 기획되었다. 특히 자신들의 살아있는 유

산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일에 공동체 구성원이 참여하도록 증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2019년에 열린 워크숍 참석자의 2/3 정도는 협약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이 요청한 다음 

주제를 중심으로 입문 세션도 함께 열었다.

•   공동체 기반의 목록작성에 관한 재교육: 협약이 강조하는 주요 보호 수단의 하나이자 공동체의 일반 

참가자들이 보호목적으로 자신들의 살아있는 유산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일에 참여하는 수단 

•   대표목록, 긴급보호목록 그리고 모범사례 등재신청서 준비: 지역, 국가 나아가 국제적 차원에서 협약

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협약의 세 가지 핵심 제도  

•   특히 가속화되는 사회변화, 정치적 불안정, 기후위기, 강제 이주 그리고 빈곤의 영향으로 인해 과거 수

년간 추진해온 협약의 활동에서 점차 중점을 두고 있는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한 지속가능한 발전

워크숍 첫째 날은 워크숍과 협약에 대한 소개와 북한의 공동체 기반의 발전과 핵심 관심사에 대해 소개하

는 날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경험/관찰을 공유하도록 독려했다. 

Photographs © Suzanne Ogge

Photographs © Suzanne Ogge

Photographs © Suzanne Ogge

둘째 날, 참가자들은 설문 내용-유네스코 역량강화 자료에 나오는 설문 샘플 번역-과 인터뷰할 연행자 목

록을 작성하는 등 현장실습과정에 참가했다. 첫 번째 방문지는 만수대창작사였다. 만수대창작사는 평양에 

있는 대규모 복합 미술제작소로 다양한 스튜디오와 순수예술 갤러리가 있는 곳이다. 참가자들은 소규모로 

나뉘어 청자 유약을 바른 전통 고려도자기 워크숍을 방문했다. 그 다음 전통 한국화의 거장의 사무실을 방문

했다. 전통 한국화는 목탄, 연필 그리고 수채화를 활용한 매우 조형적인 예술이다.

오후 실습시간에는 학생들의 교과외 활동을 위해 세워진 대규모 소년궁전에서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전

통 악기인 가야금을 비롯해 바이올린, 아코디언, 현대무용, 서예 그리고 자수와 같은 다양한 예술 수업에 안

내되었다. 이러한 전시와 공연들은 관광객을 포함한 방문객들을 위해 준비된 것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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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graphs © Suzanne Ogge

2003 협약이 공식적인 제도적 틀보다는 공동체 맥락에서 공동체가 주도하는 유산 기록을 강조한다는 점

에서 보면 기관 방문은 현장실습과목으로는 그다지 이상적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학은 워크숍

의 다양한 목적에는 유용했다. 샘플 설문지를 활용할 기회가 된 것 이외에 비록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훈련 

초기에 참가자들과 협력자들이 제약이 덜한 환경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외국인과 북

한 주민들이 서로 접촉하는 것을 굉장히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소통은 매우 중요했다. 이는 훈련 초

기에 소통과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이후 이어진 워크숍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관습과 살아있는 유산의 전승, 대표목록과 긴급목록 그리

고 모범사례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한 보호계획 수립 그리고 목록화에 대한 강의, 그룹 활동 및 발표로 구성되

었다. 훈련의 대부분은 공동체 기반의 목록화와 기타 보호 프로젝트를 비롯해 아태지역의 다양한 등재신청 

사례 연구발표였다.

The Mangyongdae Children’s Palace, © Suzanne Ogge

The Mangyongdae Children’s Palace, © Suzanne Ogge

참가자들은 북한의 문화관습과 표현을 선택하여 실질적 연습을 수행하였으며 가상의 보호계획과 등재신

청서 개요를 준비하여 발표했다. 그들이 선택한 종목 중에 어린이 놀이가 있었는데 이는 전국에 걸쳐 모든 연

령의 사람들이 즐기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린이들의 전통 연날리기, 황해도 가면극, 전통 한지 참지(chamji) 

만들기(전통 민속놀이), 제기 그리고 전통주 이강고 제조 기술 등이다.

보호계획의 목적에 대한 그들의 이해 정도는 매우 높았으며, 각 그룹은 선택한 종목이 처한 위협요인과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매우 실제적인 방안을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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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를 들면 전통종이제작의 경우 위협요소는 원료를 제공해주는 나무수종을 심을 적절한 지역의 부족

이었다. 참가자들은 지속가능하고 실제적인 해결책을 내놓았다. 종이에 대한 수요 부족 역시 또 다른 위협요

소임을 지적했다. 여기에 대해 해결책으로 좀 더 광범위한 맥락(다른 매우 특정분야 중에서 전통한국회화 외

에)에서 한지의 활용방안 모색도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 관찰

분위기

훈련기간 동안 참가자들의 집중력은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전반적으로 협력적이고 열띤 분위기였다. 처

음에는 20대와 30대로 보이는 두 명의 젊은 참가자를 제외하고 그룹의 대부분은 거의 이야기를 나누거나 의

견을 교환하지 않았다. 하지만 둘째 날이 되자 워크숍은 점차 생기를 띠기 시작했다. 참가자 거의 대부분은 

기탄없이 질문하고 경험을 공유했다. 예상했던 대로 회의실 내에는 어떤 위계질서가 존재했다. 모든 참가자

들이 따르는 선배관리자가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참가자들과 훈련교사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방해하지는 않

았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워크숍 내내 상당히 유쾌했으며 주강교수가 이런 분위기를 잘 이끌어나갔다. 주강

교수는 노련한 교사로서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중국 사람이기에 참가자들과 소통이 용이했

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워크숍의 전반적인 성공이 폄하되는 것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협약에 대한 높은 이해

그들의 질문과 관심사는 협약에 대한 이론적 지식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훈련과정을 통해 신청서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가 훨씬 심화된 것 같았다. 과거 8년간 아태지역에서 내가 진행했던 수많은 워크숍의 경

험을 통해 볼 때, 북한의 참가자들은 협약의 기본 문서들을 모두 정독하여 준비가 잘 되어 있었으며 무형문화

유산 보호에 실질적인 요구사항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준비를 잘 해왔다고 말하는 것이 온당하다. 

공동체의 개념

문화, 교육, 방송기관과 연행자들 간에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살아있는 유산에 대한 인식 제고와 협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한 선배 관리자가 한 발표 중에 목록작성 활동이 어느 정도 상세히 설명이 되었

다. 말하자면 사회에 대한 정보 공개에 상당한 정치적 통제가 따르고 중앙집권적 정부의 선호도에 따라 사회

조직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북한에서 ‘공동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흥미로운 것은, 예상대로, 참가자들이 공동체를 정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협약 활동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를 야기했다. 즉, 그들은 공동체를 협약의 틀에서 보호계획에 필수적인 어떤 것, 예를 들면 목록 

기입, 등재신청서 또는 재정지원 신청 완성에 필요한 것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공동체는 초기에 정의될 필요

가 있었다.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행해지는 문화적 표현과 관련하여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였으

며, 참가자들이 겪는 이러한 어려움은 국가에 의해 학습된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혼재된 개념과 밀접하게 연

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다. 

자기 결정

협력자들은 워크숍 내내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살아있는 유산을 정의하고 보호하는 데에 있어서 협약이 

강조하는 공동체의 자기 결정의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확인하느라 애를 먹었다. 참가자들이 이 문제

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그 개념을 잘 이해했을 것이다. 만약 여러 모로 국가 정신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아마 그랬을 것이다. 

어느 쪽이든 협약 관련 활동은 다른 나라들도 그렇듯이 북한도 계속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 더 

넓은 관점에서- 자유주의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협약이 강조하는 공동체의 소유권과 자기 결정권에 부여

된 중심적 위치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행동을 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은 하향식 방식에 익숙한 유

산 전문가들에게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무형문화유산의 위협요소 파악

대부분의 그룹은 처음에는 북한의 살아있는 유산에 어떠한 위협이 있는지 거의 인지하지 못했다. 심지어

는 없다고 주장하거나 그 주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강 박사와 나는 살아있는 유산에 대한 위

협요소는 국가의 실패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다양하고 복잡하며, 점점 증

가하는 사회적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영향이라고 강조하자 참가자들은 협약의 목적에 대해 점차 이해하게 

되었고 다양한 문화관습 전승의 쇠퇴를 유발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북한이 지구상 다른 어

떤 나라와도 상당히 다르기는 하지만 그들이 언급한 위협 요소들은 다른 지역과 다를 것이 없었다. 북한에서

도 무형문화유산은 그다지 젊은이들의 흥미를 끄는 것이 아니며,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그들과 함께 시

간을 보내기보다는 영화나 다른 종류의 영상 오락물(북한 자체 제작 비디오 게임을 포함해서)을 더 좋아한

다. 그리고 가족과 공동체 내에서 살아있는 유산을 전승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대신 교과외 학습활동에 더 집

중하며 부모를 도와 장시간 노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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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자들이 훈련에서 맞닥뜨렸던 어려움 중 하나는 많은 주제를 하나하나 심도 깊게 살펴보고 계속해서 

통역을 하면서 1회성 워크숍에 모두 통합해내야 하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는 한 가지 프로그램에 집중하기

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더 많은 주제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북한의 모든 참가자들에게 협약에 기반

을 둔 실제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적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모든 당사국 

참가자들의 바람이 반영된 것이었다.

결론

북한의 무형문화유산의 상황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질문과 대답이 제한되는 등 외국인과 북한 주민 간

에 일정한 거리가 유지됨으로써 협력자로서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예상과 달리 제한적이었다. 훈련 

과정에서 북한의 보호대책과 관련된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기존의 정책과 발전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경험은 더 풍부해졌다. 모든 소통의 

수단이 말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 살아있는 유산의 보호에 대한 지식과 우려 그리고 기대를 기꺼이 공유했

던 참가자와 주최자의 환대와 헌신은 분명했다.

이 워크숍이 바로 직후 북한이 남한과 씨름 공동등재신청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

을 했는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협약이 강조하는 국제협력에 대한 북한의 유산전문가들의 인식제고와 최종

적으로 북한의 공동등재신청 수용에는 기여했을 것이다.

문화 분야에서 지난 수십 년간 이어온 북한과 유네스코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살아

있는 유산과 그 유산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상호 존중과 보호활동을 토대로 향후 국제적 협력도 점점 더 증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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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ratified the UNESCO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vention (hereon ‘the 2003 Convention) in 2008. 

Since then, the country has nominated three elements to the Convention’s Representative List, which is 

Special Session 1-1

aimed at drawing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living heritage in general, both within the nominating 

country, and on an international level. As most of you would be aware, State Parties to the Convention 

may prepare nomination files for the purpose of listing a living tradition (also referred to as ICH) and in 

doing so, contribute to raising awareness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about the importance not 

only of the element inscribed on the list, but of intangible heritage in general. 

In the case of the DPRK, the first element listed was Arirang Folk Singing (2014). 

© Jang Song Rin/Korean Central Photograph Publicity Agency, 2011 ©   Kim Kwang Chol/Korean Central 
Photograph Publicity Agency, 2011

This nomination was then followed by traditional Kimchi-making (2015), which will of course be 

familiar to the audience present at this Forum.

Photographs Ryu Tok In © Korea National Heritage Preservation Agency, 2013 

And as most if not all of you present would be aware, each of these living traditions were also listed 

separately by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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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year, when both countries listed an element jointly for the first time - traditional Korean 

wrestling, ssirum (also spelled ssireum) 1)- it marked an historic moment in the cultural relations between 

the DPRK and the ROK.2) At the same time, it also demonstrated just how UNESCO as an organization, 

and more specifically in this case its culture programs, can play a unique bridging role when other 

channel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re less inaccessible. 

Photographs © KANG Sang Ho, journalist of Korean National Heritage Preservation Agency, DPR of Korea, 2017 

Photographs © Korean Ssireum Association

1) Further reference is available at https://ich.unesco.org/en/RL/traditional-korean-wrestling-ssirum-ssireum-01533

2)   The nomination took place during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Meeting for the 2003 Convention, held in Port Louis, Republic of Mauritius, from 26 
November to 1 December 2018.

In this paper, I’ll share my experience delivering an eight-day training workshop in Pyongyang held 

from 26 September to 3 October last year, just prior to the Korean wrestling’s inscription. I should note 

that this workshop was prepared and co-facilitated with Professor Zhu Gang, Deputy-Director General 

of the Chinese Folklore Society, and was part of a wider project for funded by the 2003 Convention’s 

International Assistance Program, which has been implemented with the support of the UNESCO 

Beijing Office’s Cultural Officers. This paper gives some insights into the workshop experience from 

a facilitator’s viewpoint, describing the training program, followed by some general observations. It 

stops short of giving any overarching or anywhere near conclusive observations about how safeguarding 

activities are unfolding in the DPRK, as it is of course at least a challenge if not impossible to gain such 

insights in the course of a relatively short period in DPRK. 

Being the first trip to the DPRK for both Professor Zhu Gang and me, I should note that we relied 

on colleagues from the UNESCO Beijing Cluster Office, Ms. Hema Gurung, the Culture Officer for 

UNESCO Beijing, and Ms. Federica Iellici, the Project Officer, both of whom worked with the DPRK’s 

National Authority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NAPCH) to co-organize the training, and both 

of whom have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local context and more recent developments in the country. 

Their attendance, together with the warm and professional relations extended to us by our local hosts, 

was critical to the workshop’s success.

The Participants

The twenty-six participants who joined the workshop varied in age from around 30 to 60 and came 

from NAPCH and the Korean National Preservation Agency in Pyongyang, including the provincial 

branches and city offices in South Pyongan, North Hwanghae, North Hamgyong, Ryanggang, Kangwon, 

and Kaesong, Nampo, and Ranson City. 

Among the group, only six were women; this low number was attributed to the difficulties for women 

with families in provincial areas to att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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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enue: The SciTech Centre, Pyongyang, and participants, photographs © Suzanne Ogge

The Program

The workshop focused on training national heritage professionals in three main areas:

-   Community-based inventorying, whereby the identification and documentation of living heritage 

is carried out with the involvement of the communities to whom the heritage belongs. This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important steps to safeguarding ICH under the Convention, for by 

identifying and documenting elements, communities are better able to define any threats and 

corresponding safeguarding measures.

-   The purposes and procedures for preparing nomination files to the Convention’s two lists: The 

Representative List and the List for the Urgent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The relationship between IC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mong the purposes of the training relating to nominations was also to share with our DPRK 

colleagues the centrali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the Convention, and the objectives, benefits and 

mechanisms of submitting a joint nomination. 

Professor Zhu Gang and I developed the program, working from a distance with the UNESCO 

Beijing Office and the National Authority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to prepare materials. 

The workshop built on two others held in March 2013 and August 2016, which focused, respectively, on 

implementing the Convention and community-based inventorying that encourages the involvement of 

community members in the identifying and documenting their own living heritage.

• As some two-thirds of the participants present at the 2019 workshop were new to the Convention, 

we integrated introductory sessions while focusing mainly on the following topics requested by 

the DPRK:

• A refresher on community-based inventorying—one of the main safeguarding measures 

encouraged by the Convention and involving the grassroots participation of communities in 

identifying and documenting their living heritage for safeguarding purposes. 

• The preparation of nominations to the Convention’s Representative and Urgent Safeguarding 

Lists as well as to the Register of Good Safeguarding Practices; three of the Convention’s main 

mechanisms for raising awareness of the Convention on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 Sustainable development in relation to ICH, an increasingly important focus of the Convention’s 

work, propelled over the past few years more particularly by the impacts of accelerated social 

change, political instability, the climate crisis, forced migration, and poverty.

The first day was dedicated to the introduction to the workshop and the Convention as well as to 

providing an overview of key concerns and developments related to community-based inventorying in 

the DPRK. In this session, we encouraged the participants to speak up, and share their own experiences/

observations. 

On the second day, participants undertook a field practicum with inventorying questionnaires—

translations of samples provided by UNESCO’s capacity-building materials—and interviewed 

practitioners. The first visit took place at Mansudae Art Studio, a large complex in Pyongyang hosting 

various studios and a fine arts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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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graphs © Suzanne Ogge

The participants split into rotating visits to a workshop for traditional Koryo ceramics using a celadon 

glaze. 

Photographs © Suzanne Ogge

Photographs © Suzanne Ogge

This was followed by a stop at the office of a master painter working with what was referred to as 

traditional Korean painting, which is highly figurative, using charcoal, pencil, and water colors.

Photographs © Suzanne Og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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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fternoon practicum was then spent at the expansive Mangyongdae Children’s Palace dedicated 

to extracurricular activities. We were ushered through several classes for various arts —kayakum, a 

traditional instrument; violin; accordion; contemporary dance; calligraphy; and embroidery. The displays 

and performances were prepared for visitors, including tourist groups. 

The Mangyongdae Children’s Palace, © Suzanne Ogge

The Mangyongdae Children’s Palace, © Suzanne Ogge

While institutional visits were not ideal for a field practicum, given the emphasis that the 2003 

Convention gives to documenting heritage led by community members and within community 

contexts rather than more formal institutional settings, the outing usefully served various purposes. 

Aside from giving an opportunity to work with the sample questionnaires, even briefly, the day created 

an opportunity for the participants and facilitators to spend time at the outset of the training in a less 

restrained environment. Given the heavy surveillance of interactions between foreigners and nationals, 

this greatly helped in easing the communications and interactions at the outset of the training. 

The following days were dedicated to a combination of lessons, group work, and presentations on 

inventorying, developing safeguarding plans to encourage the ongoing practice and transmission of living 

heritage, and elaborating nomination files for the Representative and Urgent Safeguarding Lists and Good 

Practices Register. 

A large part of the training involved presenting and explaining case studies of community-based 

inventorying and other safeguarding projects, as well as examples of nominations, mostly from the Asia-

Pacific region.

Participants worked on practical exercises whereby they selected cultural practices and expressions 

from the DPRK and prepared and presented hypothetical safeguarding plans and nomination outlines. 

Among the elements they chose were youth games, which are played by people of all ages across the 

country; traditional kite flying for children; a masked dance from Hwanghea Province; making Korean 

paper, chamji (a traditional folkgame); shuttlecock or jegi; and the techniques of producing traditional 

liqueur, li gang go.

Their grasp on the purpose of the safeguarding plans was strong and each group looked for root 

causes of threats to the elements chosen, as well as very practical measures for improving the situation.

By way of example, for traditional paper-making, threats related to the lack of appropriate terrain 

for the tree species that provides the raw materials. Participants looked for sustainable and practical 

solutions. A lack of demand for the paper was noted as another threat, with solutions offered including 

exploring wider contexts (outside of traditional Korean painting among other very specific areas) for its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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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Observations
The Atmosphere

The participants’ intensive in concentration during the training was impressive, and the overall 

atmosphere became collegial and warm in the course of the workshop. Initially, most of the group was 

reticent to speak up and interact, except for two younger participants who seemed to be aged in their 

twenties or early thirties. By the second day, the workshop was livelier as almost all of the participants 

readily raised questions and shared experiences. As would be expected, there was a hierarchy in the 

room, led by the senior managers, which all participants respected, but which did not hinder a good deal 

of interaction between the participants and the trainers. An overall mood good humor was particularly 

encouraged and maintained throughout by Professor Zhu Gang who, as both a gifted teacher and Chinese 

National with a closer understanding of the political system in the DPRK, tended to relate with some ease 

to the participants. This cannot be underestimated in terms of the workshop’s overall success.

A good grasp of the Convention overall

The participants’ questions and concerns reflected a sound theoretical knowledge of the Convention, 

and their grasp on its practical application seemed to deepen quickly within the course of the training. It 

is fair to say that in my experience of numerous workshops I have facilitated in the Asia-Pacific over the 

past eight years, the participants from DPRK appeared to the whole exceptionally well-prepared in terms 

of having read the Convention’s basic documents, and with regard to grasping the practical requirements 

of safeguarding ICH.

Notions of Community 

During a presentation given by one of the senior managers, inventorying activities were described 

in some detail as was the growing interest in the Convention and awareness of living traditions among 

cultural, education and broadcasting institutions and practitioners, as well as within communities. That 

said, it was not easy to ascertain what ‘communities’ actually refers to in the DPRK, given the tight 

political control on releasing information about the society, and the possibility that social organisation is 

shaped to some extent by the centralized government’s preferences.

Interestingly, or perhaps predictably, the participants had some difficulty defining the communities. 

This raised some issues with regards to working with the Convention, as defining communities is critical 

for safeguarding ICH within its framework; for example, to complete an inventory entry, a nomination 

form, or an application for funding, communities need to be defined at the outset. This difficulty seemed 

greatest in relation to cultural expressions that were practiced over wider areas, with the challenges 

experienced by the participants linked to the closely merged and dominant notions of nation and 

community, as taught by the State. 

Self-Determination

The extent to which participants understood the Convention’s emphasis on the self-determination 

of communities, and their active participation in defining and safeguarding their own living heritage, 

was difficult for the facilitators to ascertain. It may well have been grasped, but not discussed openly by 

participants, as it was most probably if not certainly runs counter to the State’s ethos in many ways. 

Either way, working with the Convention is an ongoing endeavor for the DPRK as it is for other 

countries, and – to take a wider perspective - it is not unusual for heritage professionals used to top-down 

approaches elsewhere, in freer states, to take some time to comprehend and act in favor of the central 

place given to community ownership and self-determination under the Convention. 

Acknowledging threats to ICH

Most of the group was initially reticent to acknowledge any threats to living heritage in the DPRK, 

claiming at times that there were none or keeping silent on the subject. As their understanding of the 

Convention’s objectives progressed with the facilitators emphasizing that threats to living heritage were 

not a reflection of failure on the part of the state, but more of the impacts felt worldwide of multiple, 

complex, and accelerating social and lifestyle changes, the participants did open up about the issues 

causing a decline in the transmission of various cultural practices. And much as the DPRK differs 

significantly from other countries, the threats to which they referred had much in common with those 

expressed elsewhere; disinterest in ICH among youth, the growing preference for watching films and 

other forms of audiovisual entertainment (including the country’s own video games) rather than listening 

to and spending time with elders, a growing focus on extra-curricular academic activities for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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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long work hours for parents replacing time spent transmitting living traditions within family and 

community contexts.

Among the challenges of the training for the facilitators was the need to combine so many topics 

in one workshop while covering each in sufficient depth and allowing for consecutive interpretations. 

The decision to include more topics in this workshop than may generally fit into a program reflected the 

desire on the part of all parties to make the most of the rare opportunity to build local understanding and 

practical capacities to work with the Convention in the DPRK. 

Conclusion 

Our ability as facilitators to go deeply into the situation of ICH in the DPRK was limited by the 

expectations around keeping a certain distance between foreigners and nationals, including limiting 

to some extent questions and answers. It was not easy to obtain information on existing policies and 

progress made on the ground with regard to safeguarding measures in the country within the course of 

the training.

Despite these limitations, the experience was a rich one in terms of the human interactions, and not all 

means of communicating need to be vocalized. The generosity and commitment from the participants and 

organizers who welcomed and shared their knowledge, concerns and hopes around safeguarding their 

living heritage, was clear.

While it is difficult to say whether this workshop was decisive in the DPRK’s decision to submit 

the joint nomination for ssirum with the ROK shortly afterwards, it may have contributed to the final 

acceptance of a joint nomination by the DPRK, and to the understanding among its heritage professionals 

of the importance given by the Convention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Hopefully the decades of relations between the DPRK and UNESCO in the cultural sphere will 

continue to grow, with further international cooperation based on shared respect and actions for 

safeguarding living heritage and the communities to whom it belo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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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공동협력

전진성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팀장, 성균관대학교 문화융합대학원 겸임교수)

교육, 과학, 문화 분야 협력을 통해 냉전의 갈등을 극복하고 인류 전체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

립된 유네스코의 시각에서 볼 때, 무형유산 분야에서의 남북 간 협력 및 한반도 평화 증진에의 기여는 유네스

코 설립 이념과도 부합하는 매력적인 활동 분야임에 분명하다. 한반도의 정치적 환경이 개선되어 양국의 협

력이 가능해질 날을 희망하면서 양국 간의 협력을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 그리고 협력이 가능한 분야 등을 살

펴보고자 한다. 

서로의 차이에 대한 이해부터 

남한과 북한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지만 70여 년간의 분단으로 말미암아 문화유산에 대한 이

해 및 문화정책의 방향에 있어 작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한의 유산정책이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

관적 가치가 큰 유·무형 유산의 원형 보존에 초점을 맞추어왔던 것에 비해 북한의 유산정책은 “민족문화정

책”의 큰 틀 안에서 민족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상징으로서 유산을 이해하고 “인민적”이며 “건전한”민족문

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에서는 전통문화라는 용어 대신 민족문화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개

념 속에는 근대이전의 “고전문화유산”과 함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혁명투쟁 속에서 창조된 “혁명적 

문화유산”이 포함되어있다. 즉 북한에서 중요시하는 민족문화유산은 당성과 노동계급성, 인민성에 반하지 

않는 유산이어야 하며 이러한 “인민성”과 “민족성”의 원칙은 역사유물을 발굴, 계승함에 있어서도 적용되어

왔다. 즉 북한에서의 문화유산 정책은 계급적 관점에 기초하고 있기에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혹은 공산주의 

교양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문화유산으로 인정해왔다. 반대로 종교성이 강한 불교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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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착취계급의 산물로 여겨지는 조선시대의 문화유산들, 특히 봉건적 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

를 해왔다. 1)

북한의 정통성을 고조선, 고구려, 발해, 그리고 고려로부터 찾고 있는 역사 인식과 “계승해야 할”문화유

산에 대한 북한의 시각은 유네스코의 지정유산 등재 현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세계유산의 경우 북

한은 고구려 고분군을 2004년, 고려왕조의 수도였던 ‘개성의 역사 기념물과 유적’을 2013년에 등재한 바 있

다.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는 한반도 곳곳에서 폭넓게 가창되어온 아리랑을 2014년에, 김치 담그기 

전통을 2015년에, 그리고 한국 전역에서 널리 향유되어온 씨름을 남북 공동유산으로 2018년에 각각 등재한 

바 있다. 세계기록유산 분야에서는 한국의 전통 무예를 도해와 함께 설명하고 있는 ‘무예도보통지’를 2017

년 등재한 것이 유일하다. 

교류와 협력의 공통분모 찾기 

북한은 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해 1994년 ‘문화유물보호법’을 제정했으나 2012년 11월에는 이를 대체하

는 ‘문화유산 보호법’을 새롭게 제정하여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문화유산 보호법’의 특징은 문화유산

의 범위를 확장하여 유물과 유적만이 아니라 무형문화유산(비물질문화유산)까지도 국가에서 보존·관리하도

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양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정책적 방향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가 제공하는 주요 유산 개

념들을 중심으로 상호 간의 공통분모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그동안 남한이 강조해온 문화유

산의 원형 보존 필요성 논의와 북한이 강조해온 문화유산의 계승과 현재적 변용 필요성 논의 등은 극명하게 

다른 두 체제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긍정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 공동체 안에서 생명력을 이어가는 유산의 특성 상 무형유산은 가변적이다. 그렇기에 무형유산의 기

원과 원형이 갖는 가치에 대해서도, 원형에서 파생된 변형에 대해서도 모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남과 

북이 함께 공유해온 무형유산들이 시기별, 지역별로 어떻게 계승되어 오고 있는지 연구하고 기록으로 남기

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 것이며, 2018년 씨름의 사례에서처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공동 등재하여 

인류 전체와 그 의미를 공유하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 

1) 전영선, 「글과 사진으로 보는 북한의 사회와 문화」, 서울, 경진출판, 2016. pp 35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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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측면에서 남과 북이 공유하고 있는 무형의 유산들을 살펴보면 민속명절, 민속놀이, 민속무용, 민

요 등을 우선 떠올려볼 수 있다. 북한의 경우 민속명절을 봉건주의적 잔재로 인식하여 한 동안 사라지기도 했

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 민속명절을 다시 강조하고 행사도 확대해오고 있다. 북한에서는 설, 한식, 단오, 추

석, 정월대보름, 청명절 등을 민속명절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한편, 북한에서는 윷놀이뿐만 아니라 연띄우

기(연날리기), 제기차기, 팽이치기, 알치기(구슬치기) 등의 민속놀이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매년 ‘전국민속

체육경기’개최를 통해 씨름, 바둑, 장기, 널뛰기, 그네 등의 경기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춤과 음악이 어

우러진 가무놀이로 분류되는 농악놀이, 탈놀이, 꼭두각시놀이, 불꽃놀이, 화전놀이, 길쌈놀이, 강강수월래 등 

협력의 소재가 될 수 있는 무형유산은 매우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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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Korean Cooperation for Joint Safeguarding of ICH in the 
Korean Peninsula 

Jeon Jin-seong,  
(Culture Team Leader,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Adjunct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Culture Management, Sungkyunkwan University) 

In light of UNESCO’s mission to overcome conflicts of the Cold War through cooperation in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for peace and development, inter-Korean cooperation in intangible heritage 

and its contribution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a pertinent field that ties in with UNESCO 

ideals. As we hope for improvement in inter-Korean politics paving the way for future cooperation, 

let’s examine the considerations necessary for inter-Korean cooperation, as well as potential areas of 

cooperation. 

Starting with understanding each other’s differences  

Although the two Korea have a long shared history and common culture, the 70 years of national 

division has led t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understanding of cultural heritage and cultural policies. 

While South Korean policies focused on preserving the original form of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of outstanding historical, artistic, academic and scenic value, North Korean policies view heritage as 

important symbols that define the Korean nationality under the large framework of national culture 

policy, with the main goal being to maintain and develop a “healthy”national culture “of the people”. 

Thus, North Korea uses the term “national cultural heritage”rather than traditional culture, a concept 

which encompasses pre-modern “classic cultural heritage”and “revolutionary cultural heritage”created in 

the revolutionary struggle for socialism/communism. In other words, important national cultural heritage 

in North Korea is that which does not go against the party, laboring class and the people. This principle 

of the people and nation applies to the excavation and transmission of historical artifacts. As cultural 

heritage policy in North Korea is based on a classist perspective, only those heritage that can contrib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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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cialist patriotism or communist education are considered valuable. On the other hand, Buddhist 

heritage or heritage from the Joseon era, especially those connected to feudalism, are thought to be the 

product of the exploitative class and viewed negatively. 1)

The North Korean understanding of history which seeks the legitimacy of the nation in Gojoseon, 

Goguryeo, Balhae and Goryeo, and the resulting perspective on what constitutes heritage that should be 

inherited can be seen in its inscription of heritage to the UNESCO lists. In World Heritage Sites, North 

Korea inscribed the Goguryeo tombs in 2004, and the Historic Monuments and Sites in Kaesong, capital 

of Goryeo in 2013. In the field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rirang, Kimjang tradition, 

and ssireum were jointly inscribed by the two Koreas in 2014, 2015 and 2018 respectively. In Memory 

of the World, the Muye Dobo Tongji which is an illustrated manual of traditional Korean martial arts was 

inscribed in 2017.

Finding common ground for exchange and cooperation  

North Korea enacted the Act on Cultural Artifact Protection in 1994, then replaced it with the Act 

on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in November 2012 which remains in effect to date. The Act on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expanded the scope of protection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well, from the 

earlier act which only pertained to artifacts and historic sites, creating the legislative foundation for 

nationa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Despit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Koreas in the concept of cultural heritage and policy direction, 

efforts still have to made to find common ground based on the key concepts provided by UNESCO. 

Furthermore, the South Korean emphasis on preserving the original form of heritage, and North Korean 

emphasis on inheritance and modern adaptation of heritage could be mutually complementary, despite 

the differences in political regime. 

Given that intangible heritage finds viability in human communities, it is subject to change. Therefore,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value of intangible heritage in its original form, as well as in the variations 

derived from the original form. It would be meaningful to research and document the transmission of 

1)전영선, 「글과 사진으로 보는 북한의 사회와 문화」, 서울, 경진출판, 2016. pp 35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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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d intangible heritage between the two Koreas according to era and region. Another meaningful 

attempt would be joint inscription to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like the case of ssireum in 2018, 

to share its value with all humanity. 

Intangible heritage common to the two Koreas include traditional festivals, folk games, folk dances 

and folk songs. In North Korea, traditional festivals were once treated as remnants of feudalism and 

had all but disappeared for a while. However, since the 200s, traditional festivals have been revived and 

increasingly celebrated. Seol, hanshik, dan’o, chuseok, jeongwol daeboreum and cheongmyeongjeol have 

been designated as official traditional festivals. Folk games such as yutnori, kite flying, jegi chagi, paengi 

chigi and alchigi are actively promoted. The National Folk Sports Competiton is hel eac year with games 

and sports such as ssireum, baduk, janggi, neolddwigi, and geune tagi. There are also forms of play (nori) 

that involve music and dance such as nongak nori, talnori, kkokdugaksi nori, bulkkot nori, hwajeon 

nori, gilssam nori and ganggangsuwollae. Such a wealth of common intangible heritage presents great 

potential for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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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현황과 유네스코를 통한 국제협력

김덕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연구정보실 실장)

과거 북한의 문화유산 정책은 유형문화유산 위주의 보존 및 관리에 집중하고, 무형문화유산 보호에는 부

정적 입장이었다. 이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특성상 유물사관적 사고가 지배하고, 특히 무형문화유산 내 다

수의 민속적 문화가 종교적·미신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2년 북한의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하고 그 관리체계를 구체화하는 등  변화

가 일고 있다. 이는 유네스코에 무형문화유산 등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국과 중국의 지속적 유네스코 등

재 및 무형문화유산 보호 제도 강화에 자극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김정은 정권 출범 후 이미지 개

선을 위한 치적 쌓기 및 체제 안정성 도모를 위한 정치적 의도 및 국제사회의 한 일원인 정상국가로서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지가 표현된 것으로도 이해된다.

우선 북한은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유형문화유산(물질유산)뿐 아니라 무형유산(비

물질유산)도 그 보호 대상으로 확대하고, 이후 문화유산법의 효력을 없애고 2015년 민족유산보호법 제정과 

2019년 개정을 통해 유네스코 2003년 협약의 개념과 가치를 반영하는 등 외부 규정을 적극 수용하여 문화

유산 법체계를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현재 북한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140여개 종목을 국가 및 

지방 비물질유산에 등록하였고, 비물질문화유산 DB를 구축하여 80개 이상의 비물질유산에 대해 사진, 동영

상 등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북한은 비물질유산의 

관리를 위해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인 민족유산보호지도국내 비물질유산처를 두고 있다. 또한 다양한 

무형문화유산 범주 내 종목들의 목록 작성을 위해 사회과학원,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조선요리협

회, 평양미술대학,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조선체육대학 등과 협력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국내적 무형유산 보호 활동과 더불어 북한은 유네스코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관련 활동에도 적

극적이다. 북한은 2008년 11월 유네스코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가입하였으나, 그동안 무형문화

유산에 대한 기록 및 보호 활동이 미흡하여 실질적으로는 2010년대 초반부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현재 북한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북한 민요 아리랑(201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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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치 담그기 풍습(2016)을 단독 등재하였으며, 2018년 11월 아프리카 모리셔스에서 개최된 제13차 정

부간위원회에서 씨름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남북한이 공동 등재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무형문화유산 활동 성과는 유네스코에서 실시한 네 차례의 ‘글로벌 역량 강화 워크숍 프로

그램’이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유네스코는 2003년 협약 당사국들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전문

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정책과 법안 재검토, 목록 작성 방법 개발, 효과적인 보호 조치 개발, 국제 협력

체제 참여 등 에 관한 ‘글로벌 역량 강화 워크숍 프로그램’을 2010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북한은‘국가적 무

형유산 보호 인식 제고’(2011년), ‘2003년 협약의 이행’(2013년), ‘공동체 기반 목록 작성’(2016년), 타국과

의 공동 등재, 국가 무형유산 정책의 지속가능 발전, 국제원조 신청(2018년)을 주제로 글로벌 역량 강화 워크

숍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은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목록 작성 등 협약 

이행에 필요한 기본 지식 및 경험을 얻고 역량을 쌓아가고 있다.

그러나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궁극적 목적은 당사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통해 문화다양성

과 지속가능한발전, 그리고 평화적 문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정보와 경험의 교류, 공동사업 

등 국가간 국제협력(제19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도 자국내 무형문화유산 보호 

뿐만아니라 국제적 협력을 통해 문화다양성과 평화의 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할 국제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핵 문제로 북한에 대한 유엔 및 미국 제재 등 복잡한 국제적 상황과 여건에 처해있어 

북한의 개별적 국가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 국제협력은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전문기구인 유네스코를 활용하여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다자간 협력틀을 모색하고 여기에 북한을 포함

시킬 수 있다. 즉 유네스코라는 다자간 협력 틀을 통하면 무형문화유산보호 협력 지원에 따른 시혜자와 수혜

자라는 계층적 틀에서 발생하는 북한의 자존심 손상을 회피할 수 있고, 갈등 발생 시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

자가 존재하여 갈등 악화를 막을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다자간 국제협력 틀에서 일관되고 지속적인 협력 관

계를 구축해나갈 수 있다. 

특히 유네스코의 다양한 관련 조직 중에서도 아태지역내 현장과 활동중심 지역기구인 한·중·일 3국에 설

립된 유네스코 카테고리 2(C2)센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중 한국에 설립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

센터는 2014년부터 유네스코북경사무소와 함께 격년제로 ‘동북아시아 무형유산 협력회의’를 주최해오고 있

으며, 북한도 민족문화유산보호지도국 부국장 등을 포함한 대표단을 매번 파견하여 참가해 오고 있다. 북한

의 입장에서 남한에 위치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협력 채널을 이용하기가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

면,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내의 유네스코국제훈련센터 또는 유네스코북경사무소를 다자간 협력 채

널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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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afeguarding in North Korea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hrough UNESCO

Mr. Deok-Soon Kim (Director, Office of Information and Research, ICHCAP)

North Korean cultural heritage policy in the past focused on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angible 

heritage, and took a negative position towards intangible heritage safeguarding. This was due to the 

materialist view of history under the socialist regime, as well as the fact that majority of folk customs in 

intangible heritage contained religious and superstitious worldviews. However,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Kim Jong-un regime in 2012, North Korean interest in intangible heritage safeguarding has grown, 

with the establishment of a proper management system. This seems to be due to a realization of the 

importance of UNESCO inscription of intangible heritage, and motivated by South Korea and China’s 

active inscriptions of heritage and strengthening of safeguarding policies. It can also be understood as part 

of building a legacy of achievements to improve the image of the Kim Jong-un regime while stabilizing 

his rule domestically, and elevating North Korea’s position to a normal stat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2012,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was enacted in North Korea, expanding the scope of 

protection from tangible heritage (material heritage) to intangible heritage (immaterial heritage). The 

earlier Cultural Heritage Act was abolished, while the National Heritage Protection Act was enacted 

in 2015, and revised in 2019 to reflect concepts and values in the 2003 UNESCO Convention. In this 

manner, North Korea has been actively adopting international norms to give shape to its legislative 

institution for cultural heritage. North Korea has also registered 140 elements as national and regional 

immaterial heritage from 2012 to 2018, and constructed an Immaterial Cultural Heritage Database, 

with photos and videos of over 80 immaterial heritage elements. Furthermore, the National Heritage 

Protection Bureau, a central national heritage protection institution has an immaterial heritage department 

for the management of immaterial heritage. Additionally, there is a cooperative network with the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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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Institute, the Central Committee of Korean Federation of Literature and Arts, Joseon Culinary 

Association, Pyeongyang Art University, Kim Won-kyun Pyongyang University of Music, and Joseon 

Sports University for the inventorying of elements in various domains of intangible heritage.

In addition to domestic intangible heritage safeguarding, North Korea is also an active state party in 

the 2003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rth Korea 

joined the 2003 Convention in November 2008 but was not active in the documentation and safeguarding 

of intangible heritage until the early 2010s when it began to take part in UNESCO intangible heritage 

safeguarding activities. To date, North Korea has inscribed the North Korean folk song Arirang (2014) 

and North Korean kimchi making tradition (2016) to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on its own. At the 13th Session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held in Mauritius, 

November 2018, the two Koreas jointly inscribed ssireum to the Representative List.

Suc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ctivities by North Korea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4 Global 

Capacity Building Workshop Programs conducted by UNESCO. UNESCO has been operating the Global 

Capacity Building Workshop Programs on reviewing culture policy and laws, developing inventory 

methodology, effective safeguarding measures, and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frameworks 

since 2010 to help create the appropriate institutional and professional environment for intangible 

heritage safeguarding in States Parties. North Korea has held Global Capacity Building Workshops on 

“Raising Awareness of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Safeguarding (2011)”, “Implementation of the 2003 

Convention (2013)”, “Community Based Inventorying (2016)” and “Joint Inscription With Other States, 

Sustainable Development in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Policy, and Requesting International Aid 

(2016)”. Through these workshops, North Korea is accumulating fundamental knowledge and experience 

and building its capacit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However, the ultimate goal of the 2003 Convention is achieving cultural diversity,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eace through intangible heritage safeguarding in States Parties. It stresses international 

cooperation such as the exchange of knowledge and experience, as well as joint projects (Article 19) to 

this end. As such, North Korea also has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to contribute to cultural diversity 

and a culture of peace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top of safeguarding its intangible heritage 

domestically.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afeguarding in North Korea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hroughUNESCO334

However, North Korea faces a challenging international situation with UN and U.S. sanctions against 

its nuclear program. This makes it difficult for North Korea to pursue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an 

individual state. thus, the specialized UN agency of UNESCO should be used to create frameworks for 

multilateral cooperation, which North Korea can be a part of. In other words, within the multilateral 

cooperative framework of UNESCO, hurting North Korean pride through the hierarchical framework 

of donor and beneficiary can be avoided, a mediator exists to prevent the escalation of conflicts should 

they arise, and a relatively consistent and sustainable cooperative relationship can be constructed in the 

multilateral framework.

In particular, the UNESCO Category 2 centers established in Korea, China and Japan as regional 

organizations focusing on places and activities in the Asia Pacific should be actively utilized. The 

ICHCAP in Korea has been hosting the annual Northeast Asia Intangible Heritage Cooperation Meeting 

alternating with the UNESCO Office in Beijing since 2014. North Korea has been participating each time 

with a delegation which includes the vice bureau chief of the National Cultural Heritage Safeguarding 

Bureau. Should it become politically problematic for North Korea to use the ICHCAP in South Korea 

as a cooperation channel, it could use the CRIHAP or the UNESCO Office in Beijing, China which 

maintains ties with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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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공동체 기반 무형유산 목록화 워크샵 개최

관징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훈련센터 전문관)

지난 2016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나흘간 평양에서 '공동체 기반 무형유산 목록화'에 관한 역량강

화 워크샵이 열렸다. 해당 워크샵은 북한 민족유산보호지도국, 유네스코북한위원회, 유네스코베이징사무소

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훈련센터(CRIHAP)의 재정 지원을 받아 공동으로 마련했다.

2008년, 북한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하 '협약')에 가입했다. 유네스코베이징사무소는 북한

의 풍부한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2010년부터 역량강화 워크샵 시리즈를 진행해왔다. 이중에는 보호 의

식 제고 워크샵(2011), 협약이행에 관한 교육 워크샵(2013) 등이 있다.  

2016년 역량강화 워크샵은 협약의 정신에 의거하여 공동체 기반 목록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정부 관계

자, 문화 담당관, 학자, 무형유산 연행자 등 총 25명이 참여했다. 유네스코 인가 퍼실리테이터들이 공동체 기

반 무형유산 목록화를 위해 새로 개발된 교육 모듈을 활용하여 이론적 강의는 물론, 목록화 프레임워크 개발

을 위한 단계별 가이드를 제공했다. 해당 워크샵은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의 글로벌 역량강화 전략

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Community-based Inventory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gears up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ing Guan  
(International Training Center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CRIHAP)) 

Pyongyang hosted a four-day training workshop on Community-based Inventory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rom 29 August to 1 September 2016. This capacity-building workshop was the 

outcome of joint efforts of the National Authority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the National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r UNESCO, and the UNESCO Beijing 

Office with the financial contribution from the International Training Centre for Intangible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CRIHAP) category 2 centre.

The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as ratifi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2008. To support the endeavor in safeguarding its ric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ESCO Beijing Office has been providing assistance in organizing a series 

of capacity-building workshops since 2010 including the National Safeguarding Awareness-Raising 

Workshop (2011) and Training Workshop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03 Convention (2013).

With the spirit of the Convention in mind, this workshop focused on community-based inventorying, 

with a total of 25 participants comprising government officials, cultural officers, academics and ICH 

practitioners. Utilizing newly developed training modules on ICH Community-based Inventorying, 

UNESCO accredited facilitators gave theoretical sessions and presented a step-by-step guide for 

developing an inventorying framework. This workshop was being organized within the context of 

UNESCO’s global capacity-building strategy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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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형유산 보호 및 국제 협력

우르트나산 노로브 (전 유네스코몽골위원회 사무총장)

유네스코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전승에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상호이

해와 평화로운 협력 정신을 바탕으로 전세계인을 결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무형유산은 문화간 교류와 평화 

논의를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 동북아시아 회원국(중국, 일본, 북한, 남한, 몽골)은 각자의 지역 문화 협력 활동과 우

선순위에 무형유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네스코의 적극적 주도와 지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무형유산과 관련하여 몽골에서 진행된 동북아 지역 프로젝트 및 협력 활동 중 북한이 적극

적으로 참여한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마쓰우라 고이치로 유네스코 사무총장 재임 당

시 몽골에서 개최된 '2006 동북아 어린이 공연예술축제'가 있다.

북한과 몽골은 오랜 문화적 관계를 유지하며 문화·무형유산 교류 활동에 참여해왔다. 양국이 함께 문화

의 날 행사를 치르고, 각자의 문화와 관습 및 공예를 소개하며, 예술공연을 열기도 했다. 이는 양국 국민간 우

호적 관계와 존중심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북한은 유네스코를 통한 무형유산 보

호·지원 방안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왔다. 일례로 중국, 일본, 몽골, 마카오 어린이들과 함께 '2006 동북아 어

린이 공연예술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각각 북한과 남한에서 온 30명의 어린이들은 한반도의 예술을 선보였

다. 당시 북한과 남한의 어린이들은 서로 만나 포옹을 나누었는데, 문화·관습·의례가 어떻게 나라를 통합하

는지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었다. 

또 다른 예로, 2014년 7월 1일부터  2일까지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제1회 동북아 무형유산 세미나'가 있

다. 이 자리에는 동북아 5개국이 참여했다. 당시 북한과 남한 대표들은 비공식 회의를 갖고 서로의 무형유산

에 관해 많은 정보와 경험을 공유했다. 이들은 유네스코 무형유산 목록에 무형유산 종목을 공동 등재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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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남북한 대표들은 '아리랑'과 '고향생각 '을 함께 부르기도 했다. 이후 2018

년, 남북한이 공동 등재 신청한 '씨름'이 유네스코 대표목록에 등재되었다. 

2018년 8월, 울란바토르에서는 유네스코북경사무소가 주최한 '2018 동북아 무형유산 보호 소지역 회

의'(주제: 형식·비형식 교육에서의 무형유산 보호 촉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가 열렸다. 유네스코몽골위원회, 

국가문화유산센터, 유네스코 인가 몽골 비정부기구('Foundation for the Protection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등이 참여했다. 

회의 기간에는 '2018 중앙아시아 무형유산 영상 및 사진전'과 '학교에서 만나는 무형유산’ 프로그램도 진

행되었다. 북한 대표단은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무형유산 보호와 문화 교류에 관한 지역 협력 개

발에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위와 같은 활동들은 무형유산 보호와 문화 교류를 위한 지역적 협력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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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Safeguarding in the DPRK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Dr. Urtnasan Norov  
(Foundation for the Protection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Mongolia )

UNESCO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t only plays 

a great role in safeguarding cultural diversity and its transmission, but also brings people of the World 

closer together in a spirit of mutual understanding and peaceful cooperati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gives us a good chance for intercultural exchange and dialogue of peace. 

Aware of this and benefitting of the active lead and support of UNESCO its member states, in 

particular the countries in the North East Asia - People’s Republic of China, Japa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and Mongolia - mad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ne of their 

cultural regional cooperation activities and priorities. 

 In this framework we will focus on some ICH related North-East regional projects and joint activities 

which were held in Mongolia with very active participation of the delegation from the DPRK.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take an example “2006 Children's Performing Arts Festival in North-East Asia in 

Mongolia” which was organized under Director-General of UNESCO Mr. Koichiro Matsura :

DPRK and Mongolia have had a long-standing cultural relationship. The two countries have 

traditionally been involved in interacting with national cultur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two 

countries have held cultural days together, introduced their national culture, customs and crafts, and 

have performed national art performances, which have a special importance in strengthening friendly 

relationship and respect for the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In addition, representatives of the DPRK 

have repeatedly participated in measures to protect and support the ICH through UNESCO. For example, 

30 children from each of the DPRK and the Republic of Korea representing their countries in the 

“Children's Performing Arts Festival in North-East Asia in 2006 were invited to represent the Korean 

Special Session 1-5

national art in Mongolia, as well as children of China, Japan, Mongolia and Macau. During that time, 

two Korean the  children of DPRK and ROK met and hugged each other which made me realize how the 

culture, national customs, and rituals can unite a nation.

Another example. The first regional Seminar on ICH with the five countries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 was held on 1 and 2 July, 2014 in Ulaanbaatar, Mongolia. I well remember that during the 

seminar, delegates from the DPRK and ROK had informal meetings and exchanged a lot of information 

and experiences regarding ICH in the two Koreas even the possibility of jointly nominating some 

common ICH elements to the UNESCO ICH Lists. Delegates of these two countries even sung songs of 

“Arirang” and “My old home town”. Later, consequently the Korean national wrestling “Ssireum” jointly 

nominated by two countries was inscribed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CH of Humanity in 2018. 

There is another mongolian case.The 2018 North-East Asian sub-regional meeting for ICH 

Safeguarding “ICH in Education: Toward joint collaboration for  promoting ICH in formal and non-

formal education” was organized by UNESCO Beijing office. With active participation of UNESCO 

National Commission of Mongolia, National Cultural Heritage Centre and UNESCO accredited NGO in 

Mongolia - Foundation for the protection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on 29 August in Ulaanbaatar, 

Mongolia.

During this meeting the Opening Ceremony of the 2018 Central Asian ICH Film Festival and Photo 

Exhibition and ICH days at schools were held as a main side event of this Regional meeting. Delegates 

from the DPRK actively participated in all activities and expressed their wishes and strong commitment 

to develop a regional cooperation related to ICH safeguarding and cultural exchanges. 

All these activities undoubtedly gave greater promotion to the regional cooperation in Safeguarding 

ICH and cultur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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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2-1

한반도 무형유산 공동 보호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과 과제

박상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경 없는 문화유산”은, 인류의 역사상 지속적으로 진행된 문화의 전파와 확산, 문화간 상호 교류, 이주 

등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국가가 하나의 문화(유산)의 단위이며 국가 간의 경계는 문화(유산)의 경계

라는 것은, 근대의 국가주의적인 시각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며, 이는 문화의 여러 성격을 감안할 때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물리적인 실체를 가지는 유형 유산의 경우보다, 개인이나 공동체에 의

해 꾸준히 연행될 때만 그 생명력을 유지하는 무형문화유산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무형유

산의 보호와 전승을 위해 관련 공동체와 국가들이 국경을 초월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은 자명하다. 

특히 남·북한의 경우처럼 문화적인 동질성과 역사적 연원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무형유산의 보호와 전승

에 있어 상호 협력의 당위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관련된 개인 또는 공동체의 지속적인 연행이 

필수적인 무형유산이기 때문에 남북한의 공동 보호는 오히려 더욱 큰 도전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실적

으로 남북한의 공동체 간의 교류와 협력이라는 것은 그들이 주체적으로 결정, 실행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무형유산의 남·북한 공동 보호에 관한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고, 비교적 현실적이고 실현 가

능한 방안을 모색하여 단계적인 실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반세기가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서로 다른 체제 

하에서 무형유산을 보호, 전승해 온 남한과 북한은 다른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이질적인 측면들을 가

지고 있지만, 2003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의 비준을 계기로 (남한 2005년 2월, 북한 2008년 11월) 

각각 국내의 무형문화유산 관련법을 개정하여 효과적인 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데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 

가고 있다.

북한의 무형유산 보호와 전승

북한의 무형유산 보호와 전승에 관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제까지 특정 종목들 

(아리랑, 김치담그기 풍습, 씨름, 조선 옷차림 풍습)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제출한 신청서에 기술된 보호조

치를 보고 전체적인 상황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다만, 상기한 네 종목 모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

산 대표목록에 등재 신청을 한 것으로 북한의 무형유산 전체 중 비교적 보호와 전승의 상황이 양호한 종목에 

해당하는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

위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민족유산보호지도국(National Authority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NAPCH)’은 무형문화유산(비물질유산)을 목록화, 심의, 등록, 보호 및 관리를 하기 위한 기관으로

서, 전반적인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조정 업무를 담당하며, 교육·기록기관을 통해 보호조치를 취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국가적·지역적 차원의 ‘비상설 문화유산심의평가위원회’가 소집되고, 여기서 무형유산의 

긴급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해 논의를 하고 결정이 이루어진다. 2012년에는 무형유산 정책에 2003년 협약 

정신을 반영하기 위하여 『문화유산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에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의, 감정 및 

목록화 유지에 관한 원칙들, 관련 공동체·집단 및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동 보

호법은 2015년에 6장 62조의 『민족유산보호법』으로 개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정

하고 그 보존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하였다. 이는 다시 2018년에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 및 지속가능한 발

전을 보장하기 위해 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 및 보완하였다. 

남·북한의 무형문화유산 범주와 유네스코 협약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2003)

남한 무형문화재

(2015)

북한

비물질문화유산 (2012) 비물질유산 (2015)

범주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구전 전통 및 표현

•  역사적 및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언어

•구전문학

구전 전통과 표현

공연예술 전통적 공연·예술 무대예술 전통예술

사회적 관습·의식 및 

축제행사

•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사회적 전통 및 관습

•각종 예식과 명절 행사

사회적 관습과 예식 및 

명절행사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 경험

자연과 우주에 관련한 

지식과 관습

전통공예기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전통적인 수공예술, 

의학, 민족요리, 

민속놀이 등

전통수공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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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호와 전승은 크게 무형유산 목록화, 각급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에 무형유

산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것, 대중 매체를 통한 전 사회 내 인식 제고, 관련 행사의 개최 등을 포함한다. 최근

까지 이루어진 목록화의 결과를 보면 북한의 무형유산 (비물질유산)은 전통적으로 민중의 일상적인 삶을 반

영하는 종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종목들에 “민족적인”가치를 두고 이를 보호 전승하는 것이 곧 민족

의 긍지를 높이는 일로 권장하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과 사회과학원에 4-5년의 무형유산 전문가 교육과정

이 개설되어 있고, 매년 전국적인 규모의 민속전통축제, 민족음식축제, 과학기술전시회 등 과학·교육·문화·

예술 등의 분야를 포함하는 축제들을 개최하여 인식 제고와 대중화에 도모하고 있다.

유네스코 협약의 일반적 보호조치와 특수한 보호조치와 남북한 공동 보호의 방식

무형유산의 보호 (safeguarding)는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의 가장 주된 목적이다. 동 

협약에 따르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는 목록화 작업,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 무형유산에 관한 인식과 존중의 

제고, 재정적 지원, 공동체 참여의 권장과 보장 등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이다. 이는 다시 무형유산 전반의 

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반적 보호 조치 (general safeguarding measures)”와 특정 유산 

종목의 보호를 위한 “특수한 보호 조치 (special safeguarding measures)”로 나눌 수 있다. 남·북한 공동 보

호의 경우 서로의 정치·사회 체제와 제도에 대한 변화, 대중적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일반적 보호 조치에 

관한 협력은 당분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의 소통을 통해 공동 보호를 

추진하기에 적합한 종목을 선정하여 특수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여 협력을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협력에 적합한 종목을 선정한 후에는 학술적인 연구를 포함한 목록화의 세부적 진행, 활성화를 추

진하기 위한 재정적인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의 참여와 관 주도 보호

북한의 경우는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무형유산의 보호를 추진할 만한 역량과 자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인 제반 환경에서 현실적으로 활성화 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남한의 경우, 오랜 시간 동안 

무형문화재 보유자, 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져 왔고, 보호와 전승 활동에도 정

부의 지원이 매우 큰 역할을 해 왔다. 대중적인 지지 기반이 탄탄한 소수의 종목을 제외한다면 국가의 지원이 

없이 자체적으로 무형유산으로서의 생명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전승·보호 역량을 가진 무형유산 

공동체는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남북한 간 무형유산의 공동 보호를 추진함에 

있어 공동체의 주도적 역할은 어려울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특히 협력의 초기 단계에서는 관 주도의 방식이 

필요할 수 있다. 이후 협력의 여건이 성숙된다면 공동체, 학계, 전문가 등의 민간 참여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

을 것이다. 만약 유네스코 목록에 공동 등재를 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민간끼리의 소통과 교류의 역사가 반

드시 필요하고, 등재 과정의 제 단계에서도 민간의 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은 신청서에 상세히 반영

되어야 한다.

유네스코의 중간자적 역할

유네스코 베이징사무소는 남한과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북한이 

2008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을 비준한 이래, 이제까지 북한에서 열렸던 총 5차례의 무형유산 

역량강화 워크샾 (2010, 2011, 2013, 2016, 2018)은 전부 유네스코 베이징사무소의 주도하에 북한의 민족

유산보호지도국,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중국의 CRIHAP 등의 기관이 협력하여 진행된 것이다. 이 워크샾들

은 베이징사무소의 문화담당관과 유네스코 인증을 받은 교육관이 공동으로 진행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워

크샾에 필요한 재원은 유네스코 예산, 무형유산기금 (ICH Fund), CRIHAP의 정기 훈련 예산이었다. 이와 같

이 무형유산의 보호 사업에서 북한은 유네스코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인적, 물적 지원을 받아 왔으며, 이 과정

에서 유네스코 베이징사무소의 역할은 핵심적인 것이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북한의 무형유산 분야 종사자

들과 베이징 사무소 직원들과의 인적 유대가 다져지게 되었다. 이는 앞으로 남북한 간의 무형유산분야 공동

보호를 추진함에 있어 유네스코 베이징사무소가 중개자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협력의 물꼬를 트는 초기 단계에서 유네스코 베이징사무소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남북한 공동 보호를 통해 남한의 인적, 물적 자원이 남한으로부터 북한에 공여되는 비중이 더 높을 가능

성이 크나, 이것을 일방적인 시혜의 성격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시각이다. 남북한 무형유산의 

공동 보호의 경험은 남측의 공동체, 전문가, 학자들에게 매우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줄 것이고, 특히 양측의 

무형유산의 역사적 연원과 유사성 등으로 볼 때 남한의 무형유산에 관한 연구도 그 깊이와 넓이를 확장해 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한의 무형유산 공동 보호 노력은 2003년 협약의 정신을 실천하는 훌륭한 모델이 

될 것이며 “문화를 통해 평화를 이룬다”는 유네스코의 비전을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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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North Collabor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n the Korean Peninsula

Prof. Sangmee Bak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Borderless cultural heritage”is the result of the perpetual transmission and dissemination of culture, 

intercultural exchange, and migration of peoples throughout human history. The view that a country 

constitutes a culture (heritage) and national borders serve as cultural borders is in line with a modern 

nationalistic perspective, which may not accurately reflect reality when considering diverse characteristics 

of culture. This is even more tru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which is viable only when it is 

practiced by individuals or communities, than for 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refore, it seems obvious 

that transborder cooperation among communities and countries is critical to the safeguarding and 

transmission of ICH. 

The importance of mutual cooperation for the safeguarding and transmission of ICH is even more 

imperative when two countries share cultural similarities and historical origins, like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two Koreas face, however, greater challenges in their joint efforts for ICH safeguarding, 

as ICH requires continuous practice by concerned individuals or communities. Communities in South 

and North Koreas cannot decide or implement exchange or cooperative initiatives by themselves. In that 

regard, this paper will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regarding joint safeguarding of ICH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t will also suggest practical and feasible methods to protect the ICH, which can be 

implemented in stages. For well over half a century, the two Koreas have protected and transmitted ICH 

under respective systems, which have led to a number of differences. However, since the ratification of 

the UNESCO’s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outh Korea: 

February 2005, North Korea: November 2008),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ve established and 

revised respective laws for national ICH, laying the foundation for effective inter-Korean cooperation and 

further positive changes. 

Special Session 2-1

Safeguarding and Transmission of ICH in North Korea

Although it is not easy to find details about the safeguarding and transmission of ICH in North Korea, 

we can grasp the overall situation through the safeguarding measures described in its nominations files 

on certain ICH elements (Arirang, Kimchi making, Ssireum, and Custom of Korean Costume) for 

UNESCO’s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The four elements are 

highly likely to be some of the ICH that have been relatively well preserved and transmitted in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aforementioned documents, the National Authority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NAPCH) is responsible for the inventorying, evaluation, registration,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ICH (immaterial heritage) in North Korea. NAPCH coordinates general affairs related 

to the preservation of ICH and implements safeguarding measures through educational or archival 

institutions. A non-standing cultural heritage review board is convened, where necessary, at a national 

or local level, to discuss and decide matters regarding urgent safeguarding of ICH. In 2012, North 

Korea enacted the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Act to align its ICH policy with the spirit of the 2003 

Convention. The Act contains articles about the definition of ICH; principles regarding the appraisal and 

inventorying of ICH; and, rights and obligations of concerned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In 2015, the Act was revised as the National Heritage Preservation Act with six chapters and sixty-two 

articles, recognizing the value of ICH and providing the legal framework for its safeguarding. In 2018, 

the revised Act was modified again to ensure the viabil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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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s of ICH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 the 2003 Convention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2003)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South Korea (2015)

North Korea

Immaterial Cultural 

Heritage (2012)

Immaterial Heritage 

(2015)

Domains

Oral traditions and 

expressions, including 

languages

Oral traditions and 

expressions

•   Languages of great 

historical, artistic and 

academic value

•   Oral literature

Oral traditions and 

expressions

Performing arts
Traditional performing arts 

and arts
Theatre arts Traditional arts

Social practices, rituals and 

festive events

•   Traditional ways of life 

concerning food, cloth, 

shelter, etc.

•   Social rituals such as 

folk religion

•   Traditional games, 

festivals, and practical 

and martial arts

•   Social traditions and 

practices

•   Ceremonies and 

festivals

Social practices, 

ceremonies and festivals

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

Traditional knowledge 

concerning Korean 

medicine, agriculture, 

fishery, etc.

Knowledge and experience 

concerning nature and 

society

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

Traditional craftsmanship
Traditional skills concerning 

crafts, art, etc.

Traditional handicraftship, 

medicine, national cuisine, 

folk games, etc.

Traditional handicrafts

The current safeguarding and transmission initiatives in North Korea mainly include inventorying of 

ICH, inclusion of ICH-related content in school curricula, awareness raising across society by utilizing 

mass media, and organization of related events. The recent inventory shows that North Korea’s ICH 

(immaterial heritage) is mostly composed of traditional elements that reflect the day-to-day life of the 

people. Recognizing ‘national’value of such elements, North Korea promotes the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of the elements, which is expected to enhance national pride. Kim Il-sung University and 

the Academy of Social Sciences have four to five years of academic courses for ICH experts. Every year, 

various festivals are held at national levels to raise awareness and promote ICH. Such festivals include 

folk festivals, national food festivals, science and technology exhibitions, and other events held in 

connection with science, education, culture, arts, etc.

General and Special Safeguarding Measures in the 2003 Convention & Joint 

Safeguarding by South and North Koreas

The principal purpose of the 2003 Convention is to safeguard ICH. According to the Convention, 

‘safeguarding’is a broad concept that incorporates inventorying ICH, maintaining 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raising awareness and respect for ICH, providing financial support, and promoting and 

ensuring community engagement. Such safeguarding measures can be divided into ‘general safeguarding 

measures’for the protection and revitalization of ICH in general and ‘special safeguarding measures’for 

the protection of specific ICH elements. For now, it is not easy for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o seek 

changes in political and social systems in each country, nor is it easy to implement general safeguarding 

measures to gain public support. It will be more feasible for both Koreas to select certain elements for 

joint safeguarding and closely cooperate through special safeguarding measures. Once elements are 

selected, the Koreas can conduct academic research and detailed documentation of the elements, and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promote them. 

Community Engagement and State-led Safeguarding  

In North Korea, the private sector cannot take the lead in safeguarding ICH due to lack of capacities 

and various political and social restrictions. In South Korea,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has long 

been providing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in cooperation with ICH bearers and groups. State-

led support has been also very instrumental in ICH safeguarding and transmission activities. Except for 

several elements that have strong public support, there are just a few ICH communities which are capable 

of transmitting and protecting their ICH in a viable and stable manner without government support. For 

such reasons, it seems hard to expect active roles of communities in joint safeguarding of ICH in both 

Koreas. State-led initiatives may be more effective, especially in the early stage of cooperation. As the 

cooperation progresses,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actors, such as communities, scholars and experts, can 

be encouraged. If the two Koreas want to register certain elements on UNESCO lists, they should ensure 

communication and exchange among private actors, cooperation among private actors throughout the 

nomination, and describe the process in the nomination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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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mediary Roles of UNESCO

UNESCO Beijing Office serves countries in Northeast Asia, including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ince North Korea’s acceptance of the 2003 Convention in 2008, an ICH capacity building workshop has 

been held five times (2010, 2011, 2013, 2016, 2018) under the active lead of the UNESCO Beijing Office 

in cooperation with NAPCH, UNESCO National Commissions, and the International Training Centre for 

ICH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CRIHAP). Most of the workshops were 

jointly organized by culture officers of the UNESCO Beijing Office and UNESCO accredited trainers. 

The workshops received financial aid from UNESCO budget, ICH Fund, and CRIHAP’s regular training 

budget. As such, UNESCO has provided North Korea with various forms of human and physical support 

for ICH safeguarding activities, and the UNESCO Beijing Office has played a central role throughout. 

In addition, North Koreans working in the field of ICH and the members of the UNESCO Beijing Office 

have developed stronger relationships with each other in the process. The UNESCO Beijing Office, 

therefore, is expected to serve as an effective mediator in future joint safeguarding effor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Its role will be particularly important in the beginning phase of inter-Korean 

cooperation.

Through joint safeguarding activities, South Korea will probably have to give more human and 

physical resources to North Korea than it can receive. It would be too short-sighted to say it would end up 

as charity. The experience of joint safeguarding activities will give South Korean communities, experts 

and scholars a valuable opportunity to learn. It will also deepen and expand South Korea’s research 

on ICH, considering the historical origins and similarities of ICH in both Koreas. Besides, their joint 

safeguarding efforts will provide a good model for the spirit of the 2003 Convention and for achieving 

UNESCO’s vision of building peace through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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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 교류와 평화

이삼열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민족 동질성의 회복과 무형유산 교류

분단 시대 70여 년 동안 남북의 사회와 문화는 6.25 전쟁과 냉전시대를 겪으며, 단절과 폐쇄, 적대적 이념

의 지배와 통제로 크게 이질화됐다. 교조적 공산주의의 세례를 받고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북조선의 사회와 

문화를 남한의 자유 자본주의에 물든 우리들이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불편하고 이질감 내지는 거

부감을 느끼게 된다. 필자는 유네스코 기관의 책임을 맡아 자주 북한 관료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고, 북한방문

도 여러 차례 했으므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수용하는 편이지만, 그 사회에서 적응하며 살기는 불가능할 정도

로 이질적이며 낯선 것이 사실이다. 말끝마다 수령님을 외우고,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에 대한 경직된 표현들

을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것처럼, 북한 사람들은 자유, 인권, 시민사회 같은 말을 부르주아 사상이라고 거부

한다. 체제와 이념의 차이로 교육, 문화, 예술, 종교, 연극, 영화에 이르기까지 남북사회와 문화는 이질화되어 

우리에겐 어느 외국보다도 먼 나라와 사람들이 되었다. 정치, 경제 체제의 이질화와 적대화로 화해나 통일이 

어렵지만, 문화와 예술, 생활 습관에까지 이질화가 극도에 달하게 되면, 평화적 통일은 말할 것 없고, 평화 공

동체를 이루는 것도 불가능한 일로 보인다.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넘어 민족적 대단결을 이루는 일이 (7.4 공

동 성명이 표방한 대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화해와 공존 시대에 평화 체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는 것이 민족공동체의 회

복을 위한 무형 문화유산의 교류와 공유, 진흥 발전이다. 태권도나 축구 등 스포츠의 게임과 교류 행사나 노

래와 춤 예술 공연 교류와 합동 공연이 우선 중요시되는 것도 이들이 무형문화 유산이기 때문이다. 냉면이나 

비빔밥을 먹고, 아리랑 노래와 타령을 부르며 운동 경기를 함께 할 때,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감이 짙어지고 

함께 살아온 역사와 전통의 정체성을 회복해 이질감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남북한은 각기 유지되고 있는 무형유산들을 잘 보존하고 전승하면 

되는 것이지 왜 서로 교류해야 하는가? 교류를 통해 무슨 이익과 효과를 보는가? 필자는 유네스코 아태 무형

특별세션 2-2

유산 센터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2012년에 대한민국의 아리랑을 유네스코 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 시

켰고, 2014년에 북한이 아리랑을 등재 시키는 과정과 문서들을 지켜보았다. 교류가 자유로웠다면 남한과 북

한이 공동으로 아리랑을 등재할 수 있었을 텐데 같은 유산을 따로 등재해 분단 상황을 강조하게 된 것은 유감

스러운 일이었다. 김장 문화와 김치 담그기도 마찬가지였다. 

아리랑의 등재 신청서를 살펴보면 남한 측에선 정선아리랑,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을 중심으로 신청했

고, 북한 측에선 평양아리랑, 해주아리랑, 통천아리랑을 중심으로 황해도, 강원도의 여러 아리랑을 열거해 지

역적 차이를 볼 수 있다. 단순히 지역적 차이뿐 아니라 가사의 내용과 정서 면에서도 차이를 볼 수 있다. 민족

의 한과 슬픔, 희망과 기쁨 등 다양한 정서와 역사적 경험을 드러낸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북한에서는 분단 

이후에 등장하는 통일 아리랑, 풍요의 아리랑 등을 언급하고 있어 내용의 차별성도 들어내고 있다. 만일 남북 

교류를 통해 공동등재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아리랑이라는 무형유산이 더 포괄적으로 완벽하게 서술될 수 

있었을 것이다. 민족 정체성을 확인하는데도 분단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고, 무형유산이 기여 할 수 있는 지

속 가능한 사회발전, 창의성 제고, 민족 화해와 단합의 면에서도 더욱 큰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

로 연극이나 축제, 놀이와 풍속들의 교류에 이르면 민족통합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무형유산의 폭이 훨씬 

더 확대되고 중요하게 되리라 예측된다.

북한의 무형유산 정책과 현황

남북한 무형 문화유산의 교류가 분단과 대결로 상처받고 왜곡된 민족 동질성을 회복시키며 민족 문화 공

동체를 형성하여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되지만, 현재 분단의 장기화로 무

형문화유산의 교류는 거의 제로 상태에 있고, 우리는 북한의 무형유산에 대해 정보와 지식도 별로 갖고 있지 

못하다.

필자는 아태 무형유산 센터의 책임을 맡는 동안(2012-2015) 가능한 수단과 경로를 통해 북한의 무형유

산 당국자들과 만나고 대화해 보려 했으나 여의치 못하다가 동북아 무형유산 보호 협력 회의를 몽골 울란바

토르에서 2014년 7월 1-2일에 개최하면서 북한의 무형유산 당국자들을 초청해, 처음으로 북한의 실정을 듣

고 몇 가지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2015년 4월 사무총장직을 떠난 뒤엔 후속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의 

현황을 거론하기는 어렵고, 당시에 파악한 자료를 중심으로 북한의 정책과 현황을 소개해 본다.

우선 회의에 참석한 한국과 중국, 일본, 몽골, 북한의 5개국 대표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밀접하게 연관된 

무형문화유산을 바르게 파악하고 공동유산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 정보와 자료를 수시로 교환하며,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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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류와 협의를 위해, 매년 1회 유네스코 베이징 사무소를 통한 정례적인 모임을 갖자고 결의하였다. 특히 

회의 중 북한의 문화재청에 해당하는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의 차장인 로철수 대표는 유네스코 대표목록의 등

재정책과 전망을 묻는 질문에  "현재와 같은 분단 상황에서 북한은 남한과 마찬가지로 아리랑이나 김장 등

을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민족의 공동유산을 간직한 남북한이 따로 단독 등재를 하게 된 것

은 유감스런 일이다. 앞으로 남북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져 합의가 된다면, 남북한이 공동등재를 못 할 이유가 

없다. 북한에서는 다음 등재 대상으로 씨름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공식회의와는 별도로 북한대표 6 

명과 남한대표 7 명이 만난자리에서 북한대표들은 강한 어조로 "민족의 동일성을 지키고통일을 지향하기 위

해서는, 공동의 정서와 가치관을 담은 무형유산 (북측 표현으로는 "비물질문화유산")을 우선적으로 보호하

고, 계승 발전을 위해 공동전시회나 합동 순회공연 같은 것을 해야 한다" 며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 씨름을 

남북이 공동등재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양측 대표들이 만나 합의가 된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무형유산 분야에서의 협력이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 프로세스를 만들어 내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적

극적인 이야기까지 북측 대표는 말했다. 로철수 대표는 문화유산 보호에서 고정된 물질유산보다는 살아있고 

발전하는 빗물질 유산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민족 공동의 무형유산을 같은 민족으로서 공유하도록 나서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하였다. 결국 내가 퇴직한 뒤인 2018년에 씨름이 남북 공동 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 몽고

에서의 만남과 대화가 결실을 본 것이라 생각된다.

한반도의 평화 체제와 민족 문화 공동체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은 70여 년간 고착되었던 적대적 분단체제를 종식하고, 평화 

협정 체제로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기 위해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비핵화와 군비축소, 민족 경제의 공동 

번영을 위한 철도와 도로의 연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루기 위한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남북관계의 근본적이며 포괄적인 개선과 발전의 길을 천명하였다.

이제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향한 남북 화해와 관계개선의 길이 열리게 되면 남북 사이의 끊어진 혈맥을 

잇고, 분단선을 넘어서 많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민족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이 긴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아직 

통일은 아니며, 두 개의 국가와 체재를 두고서도 공존과 공영을 이룰 수 있는 평화적인 민족공동체를 빨리 수

립하는 일이 남북 양측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것이 90년대에 이미 채택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방향

이기도 하다. 체제와 이념이 다르고, 증오와 대결의 분단체제에서 오래 적응해온 남북한이 화해와 공존의 시

대에 한민족 공동체를 이루려면,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공생의 지혜와 기술이 필요하며, 대

립과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민족 동질성의 회복이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구호가 현실화하려면 언어와 역사, 생활 습관과 가치관 등 문화유산의 공감대를 확

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민족공동체 회복은 무형문화유산의 교류와 공유를 통해 민족 문화 공동체를 

하루속히 형성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동·서독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동서냉전 시대의 이념과 체제의 대립

으로 분단체제를 유지했지만, 체제의 대립으로, 민족의 하나 됨이란 원칙과 전망을 포기하지 않고, 민족 동일

성을 보존하며, 지속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독일어와 역사의 보존을 위해 공동연구와 사전 편찬을 힘

써왔고, 제한된 범위에서라도 교류 협력을 유지시켜왔다. 1969년 빌리 브란트의 동방 화해 정책 이후에는 정

책 교류 협력뿐 아니라 학술, 종교, 문화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크게 확대했다. 민족공동체를 회복하는데 

무형유산의 교류와 진작이 커다란 성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지난 정상회담에서 평양냉면과 달고기의 회식이 

가져다준 의미와 효과를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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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change and Peace

Dr. Samuel Lee (President, Korea Dialogue Academy)

Recovering national homogeneity and intangible heritage exchange

In the 70 years of national division, the society and culture of the two Koreas have moved very far 

apart, through severance of ties, alienation, and the rule of hostile ideologies in the Korean War and 

Cold War era. The North Korean society and culture borne of dogmatic communism and armed with 

Juche ideology feels too different and unacceptable to South Koreans awash in liberal capitalism. I 

personally have a deeper understanding and greater acceptance than the average since I met with North 

Korean bureaucrats frequently and made several visits to North Korea in my former role at a UNESCO 

organization, but still would never be able to adapt to life in North Korean society. Just as we find it 

difficult to accept their invocations of the great leader and inflexible expressions about capitalism and 

imperialism, the North Koreans reject terms like liberty, human rights and civic society as bourgeois 

ideology. This difference in political regime and ideology has created heterogeneity between the two 

Koreas in every aspect of society and culture- education, culture, arts, religion, theater and movies. The 

heterogeneity and hostility in political and economic regimes make reconciliation or unification difficult. 

However, if the heterogeneity in culture, arts and lifestyles intensifies, even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community, let alone peaceful unification, would appear to be an impossibility. Overcoming differences 

in ideology to achieve national unity (as proclaimed in the July 4th Joint Statement) does not seem 

possible.

Thus, an important task to achieve a peace regime in an era of reconciliation and coexistence i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change, sharing, promotion and development to recover the community of 

the Korean nation. Exchanges in sports such as taekwondo, football or joint performances of song and 

Special Session 2-2

dance are important because they ar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en we eat naengmyeon or bibimbab, 

sing arirang and taryeong together during a sports event, the sense of unity as one nation becomes 

stronger. It becomes an opportunity to recover the common identity from shared history and traditions to 

overcome the feeling of distance.

If a common identity can be recovered through shared traditions, why is inter-Korean cultural 

exchange necessary when the two Koreas can preserve and transmit traditions on their own? What do we 

stand to gain from cultural exchange? During my tenure as ICHCAP Director, South Korea successfully 

inscribed Arirang to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in 2012. 

Then I witnessed the process and documentation involved in North Korea’s inscription of Arirang in 

2014. If the two Koreas had been conducting cultural exchange freely, they would have been able to 

inscribe it jointly, instead of inscribing the same element separately, highlighting the situation of national 

division. The same goes for kimjang culture and kimchi making. 

Looking at the nomination file for Arirang, South Korea focused on the Jeongseon Arirang, Jindo 

Arirang and Miryang Arirang, while North Korea listed many arirangs of the Hwanghae-do and 

Gangwon-do regions, highlighting the Pyeongyang Arirang, Haeju Arirang and Tongcheon Arirang. 

Aside from regional differences, there are also differences in lyrical content and sentimentality. Although 

both express a wide range of emotions such as the nation’s han (deep resentment and regret), sorrow, 

hope and joy, as well as historical experiences, the North Korean nomination also mentions Tongil 

Arirang and Arirang of Prosperity that appeared after the national division. If joint inscription could have 

been conducted through inter-Korean cooperation, the intangible heritage of Arirang would have been 

more comprehensively described. It would allow the two Koreas to transcend the limitations of national 

division and reaffirm their common identity, and the functions of intangible heritage to contribute to 

sustainable development, creativity, national reconciliation and solidarity would also be enhanced. In 

the future, if inter-Korean exchange comes to the fields of theater, festivals, games and folk customs, the 

scope of intangible heritage contributing to national integration and social development would expand 

even further and grow in impor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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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angible Heritage Policies and Situation in North Korea

Although inter-Korean exchange in intangible heritage is expected to contribute greatly to the 

recovery of national homogeneity from division and conflict, to form a cultural community over the 

Korean Peninsula that could ultimately lead to a peace regime, the current level of intangible heritage 

exchange remains negligible and our knowledge on North Korean heritage is also very limited from the 

many decades spent apart.

I made attempts through all possible channels during my tenure at the ICHCAP (2012-2015) to 

meet with North Korean intangible heritage authorities, but had little success until the Northeast Asian 

Intangible Heritage Safeguarding Cooperation Meeting at Ulan Bator, Mongolia on July 1-2, 2014 where 

North Korean intangible heritage authorities were invited. This was the first time we were able to hear 

about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obtain some data. As I had not been able to follow up on that 

meeting since leaving the post of Director General in April 2015, I can’t discuss the current situation, but 

will share the data on North Korean policies and situation obtained back then, 

Delegates from South Korea, China, Japan, Mongolia and North Korea agreed to frequent exchanges 

of information and data, as well as regular annual meetings through the UNESCO office in Beijing for 

expert-level interchange and coordinat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ir closely relat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rom centuries of historical interactions, and protect their shared heritage together. North 

Korean delegate Roh Cheol-su, Deputy Department Head at the National Heritage Protection Bureau 

(corresponding to South Korea’s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replied to a question on North Korean 

policy regarding inscription to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saying, “In this situation of national 

division, North Korea, just like the South, had no choice but to file a nomination separately for the 

Arirang and kimjang. It is a pity that the two Koreas which share common heritage had to file separate 

nominations. If an agreement can be reached through inter-Korean negotiations, there is no reason why 

the two Koreas shouldn’t be able to file a joint inscription. North Korea plans to nominate ssireum to the 

Representative List next.”

At a separate meeting between 6 North Korean delegates and 7 South Korean delegates held outside 

of the official meetings the North Korean delegates stressed emphatically that "intangible heritage 

(“immaterial heritage”in North Korean terminology) containing shared sentiments and values should be 

given priority in safeguarding, while joint exhibitions and touring performances should be held in order 

to maintain heterogeneity within the Korean nation and work towards unification." When asked whether 

the two Koreas could file a joint nomination for ssireum, they replied that there was no reason why 

they shouldn’t if representatives from the two came to an agreement. The North Korean delegates even 

suggested that cooperation in the intagible heritage field could contribute to the trust process advocated 

by then president Park Geun-hye. Delegate Roh Cheol-su stressed many times that immaterial heritage 

which lives and progresses is much more important than static material heritage when it comes to heritage 

conservation, and that we should act to share out common intangible heritage as one nation. Ssireum was 

finally inscribed to the Representative Listthrough joint filing by the two Koreas in 2018 after I left the 

ICHCAP. I believe that this was the fruit of our encounter and conversation in Mongolia. 

Peace Regime and Community of National Culture 

At the Panmunjom inter-Korean summit of April 27th, a declaration was made outlining the path to 

ending the 70 years long hostile regime of national division and achieving a revolutionary turning point 

towards a peace treaty regime through fundamental and comprehensiv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including a peace treaty to declare the end of the Korean War, 

denuclearization of reduction of arms, railway and road connections for shared prosperity in the nation’s 

economy, active exchanges and cooperation for reconciliation and solidarity.

When the path to reconciliation and improved inter-Korean relations opens, the most urgent tasks 

would be to rejoin the broken ties between the two Koreas, recovering the national community through 

active exchange and cooperation. Both side have to work towards establishing a peaceful national 

community that can achieve coexistence and prosperity even with two different states and political 

systems. This shares the same principle as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Plan adopted 

in the 90s. For the two Koreas that have lived with different political systems and ideologies within the 

paradigm of hatred and confrontation to achieve a Korean national community in an era of conciliation 

and coexistence, they need wisdom and skills for living together with mutu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Recovering national homogeneity to overcome conflicts and confrontation will be an urgent 

task.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change and Peace360

To make the slogan “We are one”a reality, we need to establish common ground in cultural heritage 

such as language, history, customs and values. Thus, the recovery of the national community lies in the 

creation of a national cultural community through exchanges and sharing i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soon as possible. Although East and West Germany were similarly divided by ideological conflict in 

the Cold War era, they never gave up the principle and prospective of national unification, continuing 

efforts to maintain national homogeneity. Joint research and dictionary compilation was conducted to 

preserve the German language and history, while exchange and cooperation were sustained even at a 

limited scope. WIlly Brant’s Eastern Reconciliation policy in 1969 greatly expanded interchange not only 

at the policy level but in academia, religion and culture as well. The huge impact that intangible heritage 

exchange can have on the recovery of the national community was evident in the significance and effect 

of the Pyeongyang naengmyeon and dalgogi served at the inter-Korean su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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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북한의 정책 동향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북한에서는 2008년 유네스코 무형유산협약 가입을 계기로 무형문화유산 보호사업을 국가 정책으로 적

극 추진하고 있다. 유적이나 유물 등 유형문화유산 중심의 문화유산정책에 무형문화유산 보호정책이 포함되

는 대전환이 이루어졌다.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을 제정하여 무형문화유산 정책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2015년 민족유산보호법 제정, 2019년 민족유산보호법 수정보충을 거치면서 ‘비물질유산’이라는 이름의 무

형문화유산 정책을 추진 법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특히 2019년 4월에는 사회주의 헌법 제41조를 개정하여 

‘복고주의 반대’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등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법제도 정비에 이어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을 중심으로 무형문화유산 발굴과 등록 사업을 전개하여 

2018년까지 108개 이르는 종목을 ‘국가비물질유산’으로, 13개에 이르는 종목을 ‘지방비물질유산’으로 등록

하였다.

북한 자료를 통해 종목 이름이 확인된 ‘국가비물질유산’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안의 숫자는 확인된 종

목의 등록번호이다.

구분 종목명 종목수

구전전통과 표현
주몽 전설, 해모수 신화, 단군 신화, 을지문덕 전설, 견우직녀 전설, 봉이 김선달 

이야기(70), 설죽화 전설, <훈민정음> 창제 원리, 강감찬 전설, 금강산 전설
10

전통예술과 의술

민요 <아리랑>(1), 민속무용 <연백농악무>(7), 민속무용 <봉산탈춤>, 민속무용 

<돈돌라리>,  민요 <도라지>,  민요 <룡강기나리>,  민요 <신고산타령>, 

민속무용 <강령탈춤>, 민속무용 <해주탈춤>, 민속무용 <은률탈춤>, 민속무용 

<북청사자탈춤>, 조선 민족무용 기본, 민요 <양산도>, 가야금 연주법, 소년농악무, 

4상의학, 뜸치료술, 침치료법, 부항료법, 시중호 감탕료법, 훈증료법, 경성 

모래온천료법, 고려약물찜질, 고려약 음식료법, 자라내기, 씨름(8), 태권도, 활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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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2-3

구분 종목명 종목수

사회적 관습, 예식 

및 명절행사

첫돌맞이 풍습, 설맞이 풍습, 정월대보름과 달맞이 풍습, 추석명절 풍습, 동지죽 

풍습, 단군제례, 김치 담그기 풍습(2), 막걸리 담그기(3), 장 담그기(4), 평양랭면(6), 

신선로(21), 상차림법, 떡국 만들기, 조선 불고기 가공법, 록두지짐 풍습, 쑥떡 

만들기, 과줄 가공법, 백화술 양조방법, 오갈피술 양조방법, 단군술 양조기술, 

수정과, 자라료리, 약밥, 함경도 단고기장(63), 함흥 농마국수, 명태매운탕, 

숭늉, 추어탕, 전골, 감주, 두부앗기, 감홍로 양조기술, 리강고 양조기술, 문배술 

양조기술, 건뎅이젓 담그기, 조선옷차림 풍습(5), 바둑, 연띄우기, 그네뛰기, 

윷놀이, 조선장기, 썰매타기, 제기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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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우주와 관련한 

지식과 관습

삼가공기술과 리용 풍습, 산삼리용기술, 고려인삼재배와 리용 풍습, 누에치기, 

비단생산기술, 꿀벌치기
6

전통수공예기술

고려청자 공예, 전통수예, 조선화기법, 단청기술, 초물공예, 옻칠공예, 백자 제조술, 

분장자기 제조술, 수인목판화기법, 회령오지 제조술, 알룩반죽자기 제조술, 도기 

제조술, 구들생활 풍습, 고려종이 제조기술, 가야금 제작기술, 저대 제작기술, 

조선식 지붕양식, 조선식 탑 건축술, 해금 제작기술, 새납 제작기술, 장고 제작기술

21

계 108

또한 북한에서는 무형문화유산 등록 사업과 병행하여 소개와 보급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방송이나 신문

을 통해 등록된 무형문화유산을 소개하는가 하면, 각종 전시회나 경연대회, 경기대회 등을 통해 일반 대중에 

대한 보급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이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 보호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남북한 사이에 무형문화유산 

교류와 협력도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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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n North Korean Policy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r. Young-Jeong Park (Head, Arts Policy Research Division,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North Korea has been very active in its national efforts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since its joining of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2008. The cultural heritage policy direction of the country expanded its focus from tangible heritage, 

which includes relics and remains, to include ICH. In 2012, the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Act was 

established to lay a legal foundation for ICH policy. In 2015, the National Heritage Preservation Act was 

established, which was amended in 2019, offering an institutional framework for policy implementation 

regarding ICH as ‘immaterial heritage’. In April 2019, Article 41 of the Socialist Constitution was 

modified to remove the wording ‘revivalism’from the text, among other modifications, to further clarify 

the direction for ICH safeguarding policy. 

The maintenance of the legal system was followed by the identification and registration of ICH 

elements, led by the national heritage preservation agency. As of 2018, 108 elements were registered as 

‘national immaterial heritage’and 13 elements were listed as ‘local immaterial heritage’. 

The table below describes the list of national immaterial heritage elements according to North Korean 

documentation. Figures in brackets indicate the registration number of each element.

Special Session 2-3

Category Name of Elements
Number of 

Elements

Oral traditions and 

expressions

Jumong Legend, Haemosu Myth, Dangun Myth, Euljimundeok Legend, Gyeonujingnyeo 

Legend, Bongi Gimseondal Story(70), Seoljukwa Legend, Hunminjeongeum Creation 

Principle, Ganggamchan Legend, Geumgangsan Legend

10

Traditional arts and 

medicine

Folk Song Arirang(1), Folk Dance Yeonbaek Nongangmu(7), Folk Dance Bongsan 

Talchum, Folk Dance Dondollari, Folk Song Doraji, Folk Song Ryonggangginari, Folk 

Song Singosan Taryeong, Folk Dance Gangnyeong Talchum, Folk Dance Haeju Talchum, 

Folk Dance Eullyul Talchum, Folk Dance Bukcheongsaja Talchum, Basic Joseon National 

Dance, Folk Song Yangsando, Gayageum Playing Skill, Sonyeon Nongangmu, Sasang 

Medicine, Tteum Therapy, Chim Therapy, Buhang Therapy, Sijungho  Gamtang Therapy, 

Hunjeung Therapy, Gyeongseong Sand Spa Therapy, Goryeo Medicinal Sauna, Goryeo 

Medicinal Food Therapy, Jaranaegi, Ssireum(8), Taegwondo, Hwalssogi

28

Social practices, 

rituals and festive 

events

First Birthday Custom, New Year’s Custom, Jeongwoldaeboreum Dalmaji Custom, 

Chuseok Custom, Dongjijuk Custom, Dangun Ritual, Kimchi Making Custom(2), 

Makgeolli Making(3), Jang Making(4), Pyeongyang Naengmyeon(6), Sinseollo(21), Table 

Setting Method, Tteokguk Making, Joseon Bulgogi Processing Method, Rokdujijim 

Custom, Ssuktteok Making, Gwajul Processing Method, Baekwasul Brewing Method, 

Ogalpisul Brewing Method, Dangunsul Brewing Skill, Sujeonggwa, Jararyori, Yakbap, 

Hamgyeongdo Dangogijang(63), Hamheung Nongmaguksu, Myeongtae Maeuntang, 

Sungnyung, Chueotang, Jeongol, Gamju, Dubuatgi, Gamhongno Brewing Skill, Riganggo 

Brewing Skill, Munbaesul Brewing Skill, Geondengijeot Making, Joseon Attire 

Custom(5), Baduk, Yeonttuiugi, Geunettwigi, Yunnori, Joseon Janggi, Sseolmaetagi, 

Jegichagi

43

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

Sam Processing Skill and Riyong Custom, Sansam Riyong Skill, Goryeo Insam Growing 

and Riyong Custom, Nuechigi, Bidan Production Skill, Kkulbeolchigi
6

Traditional 

craftsmanship

Goryeo Cheongja Craft, Traditional Handicraft, Joseonhwa Skill, Dancheong Skill, 

Chomul Craft, Otchil Craft, Baekja Making Skill, Bunjangjagi Making Skill, Suin 

Mokpanhwa Skill, Hoeryeongoji Making Skill, Allukbanjukjagi Making Skill, Dogi 

Making Skill, Gudeulsaenghwal Custom, Goryeo Jongi Making Skill, Gayageum Making 

Skill, Jeodae Making Skill, Joseon Roof Style, Joseon-style Tower Architecture, 

Haegeum Making Skill, Saenap Making Skill, Janggo Making Skill

21

Total 108

Besides, there are various projects to introduce and disseminate the identified ICH. The elements are 

introduced vis mass media, such as broadcasting and newspaper, and also presented to the general public 

through exhibitions, contests and events.

As such, North Korea is actively implementing its ICH safeguarding policy. It is thus expected to see 

more diverse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n the field of 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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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형문화유산 연구의 문제

임형진 (문화재청)

통일교육원(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강의 때 ‘우리는 북을 잘 모른다’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것은 독일이 통일 이후 ‘우리는 동독을 잘 몰랐다’는 고백을 연상시킵니다. 북한은 모든 것

을 통제하는데 국가의 기본적인 통계는 물론이고 법령도 무슨 국가기밀 다루듯이 합니다. 북이 남과 협의할 

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전무나 견해도 있을 정도입니다.

법령명칭(제정) 용 어 분류(내용)

문화유물보호법

(1999년)
문화유물

력사유적

력사유물

문화유산보호법

(2012년)
문화유산

물질문화유산
력사유적

력사유물

비물질문화유산

민족유산보호법

(2015년)
민족유산

물질유산
력사유적

력사유물

비물질유산

자연유산
명 승 지

천연기념물

저는 북의 문화재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재를 다룰 때도 이 고백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제도를 이해하기 위

해서는 관련 법령의 토대가 되는 이론ㆍ철학과 함께 국가 시스템도 이해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진 북한 

(무형)문화재 관련 제도에 대한 연구는 법령의 자구나 의미, 단편적인 정보를 통한 사례 엿보기에서 크게 벗

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이든 평화적인 공존을 위해서든 모든 분야에서 

북을 넓고 깊게 이해하려는 노력은 학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세션 2-4

북과의 문화재 분야 협력에서 무형문화재는 그것이 유적ㆍ유물과는 달리 여전히 움직이고 작동하고 있

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습니다. 북에서 무형문화재가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2012년 채택(제

정)된 《문화유산보호법》입니다. 그 이전 문화재는 민족(문화)유산으로 불렸고, 이것은 유적과 유물을 가리켰

습니다. 분명한 것은 《문화유산보호법》 이전에 비록 북의 민족문화유산(문화재)이 ‘민족의 선행 세대들이 역

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창조하여 후세에 물려주는 정신적 및 물질적 재부’(김정일)이지만 ‘민족문화유산 가운

데 보존관리사업의 대상은 주로 물질적 재부, 즉 물질유산’이었습니다. 이런 전통은 현행 법이 력사유적ㆍ유

물 중심이라는 점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북이 법에 민족유산으로 비물질유산(무형문화재)을 명문화한 것은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네스

코 인류무형문화유산협약의 영향 때문으로 보이며, 법에 일관되게 등장하는 ‘국가는 민족유산보호관리 분야

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는 원칙과도 연결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남북

이 무형문화재 분야에서 협력하고자 할 때 좋은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학술분야 협력이 비정치적 분야로 인정돼 교류협력의 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국내적, 국제적 환경은 여전

히 비관적입니다. 대북제재(UNㆍ미국ㆍ한국), 북의 폐쇄성, 정치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 분단 이후 모

든 분야에서 다르게 진행된 남북 상황 등이 우리의 장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무형문화재 협력은 다른 

분야와 달리 ①이미 조사나 연구활동이 일정하게 쌓여 있어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없고, ②정치적 고려 없이 

남북 모두 수용 가능하며, ③학술적 조사성과 및 역량이 비슷하며, ④국내적ㆍ국제적 성과가 클 것이라는 장

점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것이 ‘남북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 사업’입니다. 이 사업

은 초기 준비과정(기초조사ㆍ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모적 협의를 피할 수 있고, 등재 과정이 곧 남북 무

형문화재 교류협력 과정이 되며, 합의된 종목의 공동등재 보고서 작성 과정은 남북 무형문화재 현황과 연구

성과를 서로 이해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고구려고분벽화와 개성역사지구 문화유산 등재뿐만 아니라 영통

사, 신계사 복원사업이 겪었던 장기간 소요, 많은 예산, 돌발변수 발생 등 온갖 위험요소도 피할 수 있을 것입

니다.

덧붙여, 남북의 교류협력은 ‘국민의 정부’이후 정경분리원칙이 지켜져 정부 관련 부처가 지원하고 민간 

사업자가 전면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곧 전문성, 안정적 예산, 일관된 사업성 유지가 사업 성패와 

직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업을 상상하면서 자연스레 국립무형유산원과 아태센터가 떠오른 이유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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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Regarding Research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orth Korea

Mr. Hyoung-Jin Lim (Senior Researcher,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When I give lectures at the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I often hear experts say they ‘do 

not know much about North Korea’. This reminds me of the confession made by many Germans after 

reunification, saying they ‘did not know much about East Germany’. The North Korean regime takes 

control of everything, including national statistics and laws, which are kept secret from the outside 

world. It is even claimed that by doing so, North Korea attempts to take an advantageous position in its 

negotiations with South Korea. 

Enactment Term Classification

Cultural Relics 

Preservation Act

(1999)

Cultural Relics

Historical Remains

Historical Relics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Act

(2012)

Cultural Heritage
Material Cultural Heritage

Historical Remains

Historical Relics

Immaterial Cultural Heritage

National Heritage 

Preservation Act

(2015)

National Heritage 

Material Heritage
Historical Remains

Historical Relics

Immaterial Heritage

Natural Heritage
Scenic Sites

Natural Monuments

The confession seems to be relevant for our understan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as 

well as cultural properties in general, in North Korea. In order to understand certain institutions, we 

need to also understand theories, philosophies, and national systems that underpin such institutions. For 

Special Session 2-4

now, however, we can only get fragmented information about ICH-related laws, wordings and definitions therein, and 

several cases disclosed by North Korea. Nevertheless, efforts to have a deeper and extensive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in all areas have much more than academic significance, when we pursue reunification or peaceful coexistence. 

ICH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our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n the area of cultural heritage, as it can be still 

working and operational unlike relics and remains. In North Korea, ICH was first officially recorded in the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Act established in 2012. Previously, cultural properties were known as national (cultural) 

heritage, which referred to relics and remains. Before the Act was adopted, national cultural heritage (cultural 

properties) in North Korea referred to ‘valuable spiritual and physical assets historically created by ancestors and 

passed down to posterity’(Kim Jong-il), but preservation was basically aimed at ‘valuable physical assets, or material 

heritage, among national cultural heritage.’Such a tradition is manifested in current laws which place a focus on 

historical relics and remains.

It was a significant development for North Korea to stipulate immaterial heritage (ICH) as part of national 

heritage in its laws. Such a change must have been motivated by the UNESCO’s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 is also in line with the principle that ‘North Korea will develop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e area of national heritage preservation and 

management’1), which can be found across relevant laws. This can provide a good rationale for future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area of cultural properties.

While academic cooperation is recognized as a non-political area and thus has favorable conditions for exchange 

and cooperation, the domestic and global environments are still negativ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y UN, the 

U.S. and South Korea); reclusiveness of the country; a sense of incompatibility stemming from political and cultural 

differences; and, different development progress in all areas between the two Koreas after division. However, inter-

Korean cooperation for ICH has certain advantages when compared to other areas: first, we do not have to start from 

scratch, as there are already accumulated studies and research activities; second, both Koreas can embrace such 

cooperation without political considerations; third, they have similar levels of academic investigation and capabilities; 

and fourth, the outcomes are expected to make considerable contributions both locally and globally. 

1) Article 9 of Cultural Relics Act, Article 9 of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Act, Article 8 of National Heritage Preservation Act



Issues Regarding Research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orth Korea370

In that regard, the two Koreas can ideally engage in joint nomination for inscription on UNESCO’s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The joint nomination project will 

save us from unnecessary process of discussion that would otherwise be required in the early phase 

of cooperation (basic investigation and research). The nomination process itself will be the process of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in the area of ICH. In addition, the preparation of 

nomination files for agreed ICH elements will help the countries better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ICH in each country and share research achievements.  Cooperation for joint nomination will enable 

us to avoid a number of difficulties and risk factors, such as long project periods, excessive costs, and 

unexpected situations, which were encountered in previous projects, including the inscription of ‘Koguryo 

Tombs and Mural Paintings’and ‘Historic Monuments and Sites in Kaesong’as UNESCO World Heritage 

sites and the restoration of Yeongtongsa Temple and Singyesa Temple in North Korea. 

In South Korea, inter-Korean cooperation has been led by the private sector with support from related 

government departments,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economics and politics, which was 

prepared during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It has been demonstrated that the success of a project is 

directly related to expertise, stable budget allocation, and consistent business management. In this sense, 

th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NIHC) and 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ICHCAP) 

appear to be the right organizations for the joint nomina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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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스미스소니언 민속생활축제 - 베트남의 경험 

레티민티 (전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부국장)

지난 2007년 워싱턴에서 열린 스미스소니언 민속생활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호텔에서 20일간 묵었던 적

이 있다. 당시 호텔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50세의 한 남성에 대한 좋은 기억이 선명하다. 그는 시간이 날때마

다 우리 공연을 보러 왔고, 특히 돈까따이두(Don ca tai tu) 민요에 큰 관심을 보였다. 종종 실제보다 나이 들

어 보이는 슬픈 표정을 짓던 그는 우리 음악을 들으며 밝게 웃었다. 때로는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알고 보

니 그는 베트남인이었다. 미국에서 '보트피플'이라고 불리던 난민 중 하나였다. 그는 베트남 남부 끼엔장 성

에 있는 락자 출신이었다.

1975년 고국을 떠난 뒤 한번도 가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와의 만남은 큰 울림을 안겨주었다. 사람들이 한

데 모여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화의 진정한 힘임을 느꼈다.  

1975년 4월 30일 통일 전까지 베트남은 민주 북베트남과 공산주의 남베트남으로 분단되어 있었다. 

2007년 기준, 미국에는 백만명이 넘는 베트남인이 살고 있으며, 대부분은 1975년 나라를 떠나온 이들이라

고 한다. 

2007년, 나는 베트남 예술단을 이끌고 스미스소니언 민속생활축제에 참여했다. 우리는 캄보디아, 라오

스, 태국, 중국 예술단들과 함께 "문화를 잇는 메콩강"이라는 제목의 무형유산 합동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메

콩강의 풍부한 살아있는 전통을 선보이고 과제를 공유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목적이었다. 축제 목적에 부합

하도록 전통성과 다양성, 생명력, 세계적 과제, 보존과 발전의 균형, 문화적 통합, 탈경계성, 미국 대중의 흥

미도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에서 선보일 무형유산 종목을 선정했다.

베트남 예술단은 총 39명의 예술가(바나롱가오(16),  비엣(13), 킨(5), 중국(3), 참(1), 타이(1))로 구성되었

다. 타이 예술가는 북베트남 출신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남베트남 출신이었다.

특별세션 2-5 

워싱턴에 도착하기 전, 스미스소니언 민속생활문화유산센터는 몇몇 베트남계 미국인 단체로부터 우리가 

베트남 문화·유산을 대표할 만한 정통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메일을 받았다고 한다. 자신들이 프로

그램에 초청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해했다고 한다. 센터가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모르지만, 이후 아

무 일도 없었다는 것은 알고 있다. 축제 2주간  우리를 보기 위해 많은 베트남계 미국인은 물론 해외 방문객

이 찾아왔다. 관객들은 우리와 친밀히 소통하고 베트남에 관해 많은 걸 배웠다. 많은 이들이 미국에서 고국의 

훌륭하고 유익한 문화유산을 볼 수 있어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베트남 정부가 예술가들을 미국에 

보내기 위해 비용을 아끼지 않았다는 데 놀라워했다. 예술가들을 통해 마치 조국의 실제 생활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고 했다. 축제가 끝날 때 워싱턴주재 베트남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케네디예술센터에서 

우리 예술단과 현지 베트남계 미국인 공동체 구성원들간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이 또한 즐겁고 생산

적인 시간이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참석한 베트남계 미국인들에게 선물을 건넸고, 이들은 모금을 통해 3천

달러가 넘는 기금을 모았다. 이 기금은 베트남 내 여러 학교를 위한 지원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모든 문화 행사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일 것이다. 우리

는 각 분야의 전문성과 관점을 적절히 활용하고, 학문적 객관성과 과학적 탐구심을 통합하고, 전문적이고 설

득력 있는 방안들을 도입하며, 축제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 예술가 등 문화 연행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

로써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50년간 스미스소니언 민속생활축제의 한결 같은 정치·전

략적 목적은 나눔과 평화로운 공존이었다. 이를 위해 축제 조직위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파하고 문화 연행

자 등 관련 집단을 포함한 사람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단히 노력해왔다.

나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무형유산이 사람들로 하여금 고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또한 역동적인 세계

에서 서로 소통하도록 하는 진정한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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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007 Smithsonian Folklife Festival – An Experience from 
Vietnam 

Dr. Le Thi Minh Ly (Former Deputy Director, Department of Cultural Heritag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Vietnam)

I have a very fond memory of a 50 year-old man who worked in the kitchen of the hotel where we 

stayed for 20 days while participating in the 2007 Smithsonian Folklife Festival in Washington DC. 

Whenever this member of staff had any free time, he came along to enjoy our performances, and was 

especially keen on our sessions of Don ca tai tu singing. His face, which often had a look of sadness that 

made him appear far older than his years, brightened into a broad smile as he listened, and there were 

times when his eyes filled with tears. It turned out that he was Vietnamese, one of the expatriates formerly 

referred to in the USA as 'boat people', and he came originally from Rach Gia district in the southern 

province of Kien Giang.

He had left our homeland in 1975 and had never been able to return. I was deeply moved by this 

encounter and felt I was seeing the true power of culture to bring people together and show them how to 

share, to understand and to feel close to one another.

Before 30 April 1975, Vietnam was a divided land: the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in the North 

and the Republic of Vietnam in the South. As of 2007, there were over a million people of Vietnamese 

descent living in the US, mostly those who left the country in 1975.

In 2007, I led the Vietnamese delegation to participate in the Smithsonian Folklife Festival. Cambodia, 

Laos, Thailand, China and Vietnam were all contributors to a joint programm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esentations entitled 'Mekong River: Connecting cultures'. Its aim was to showcase both the 

challenges and the rich living traditions of the Mekong region with the goal of meeting the objectives of 

the Folklife Festival's organisers. The criteria for selecting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lements to be 

Special Session 2-5

presented included long tradition, diversity, vitality, global challenges, balance between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cultural integration, crossing of boundaries and potential interest for the American public.

The Vietnamese delegation comprised 39 participants, including 16 Banar Rơngao, 13 Viet, 5 Kinh, 

3 Chinese, 1 Cham and 1 Thai artisan. Of these people, only the Thai artisan was from the North; all the 

rest were from Vietnam's South.

Before our arrival in Washington, the Smithsonian Center for Folklife and Cultural Heritage 

had received several emails from Vietnamese American groups challenging our legitimacy as 

representatives of Vietnamese culture and heritage. They called on the Center to explain why 

they had not been invited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me. I did not know how the Center had  

answered them; all we knew was that nothing happened after that. Our presentations took 

place over a period of two weeks, attracting large audiences of Vietnamese Americans as well 

as international visitors. Audience members interacted warmly with the artisans and learned 

much from them about Vietnam. We were told by significant numbers of those attending  

that they felt proud to have seen the cultural heritage of their ancestral homeland presented in 

the USA, in ways they considered both fair and richly informative. They also expressed surprise 

that the Vietnamese Government had spent a large amount of money to bring the artisans to 

the USA. Seeing the artisans made them feel as though they were seeing the actual life of  

their place of national origin. When the Festival ended, the Vietnamese Embassy in Washington 

DC helped to organise an exchange event between our delegation and members of some of the 

US Vietnamese-American communities at Washington's Kennedy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This too was a happy and fruitful event. The Vietnamese delegation gave presents to the  

Vietnamese American participants, and the Vietnamese Americans held a fund-raising drive which 

yielded a generous donation of over $3,000 US; this was used to make support gifts to a number of 

schools in Vietnam.

No cultural event is ever non-political. The question is how to carry out what we may think 

of as political tasks by making good use of the professional approaches and perspectives of each 

field, through a mix of scholarly objectivity and scientific courage; through professional and  

persuasive methods; and through the voices of cultural bearers such as those who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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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centre of the Festival. At the Smithsonian Folklife Festival, in the last 50 years, the 

political/strategic objectives have always been sharing and living peacefully together. In 

order to achieve these goals, the organisers have worked hard to find appropriate methods to  

disseminate positive messages, and to educate and provide information to raise awareness within and 

beyond the societies involved, including cultural bearers.

I believe these experiences show us tha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an truly serve as a bridge to 

bring us all together in our lives as lovers of our homelands and sharers in our dynamically global and 

interactive world.



2019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발제자 소개_About Speakers 378 379

발제자 소개_About Speakers 

기조발제_Keynotes

진행_Moderator 

한경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외무부 북미담당관실, 강원대 인류학과, 국민대 국제학부를 거쳐 2009년부

터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로 재직했으며 2013-2017년 학부장을 맡았다. 한

국, 일본, 중국, 동남아, 미국 등지에서 현지조사를 했으며 재외한인학회장, 한국

국제이해교육학회장, 한국이민학회장, 한국문화인류학회와 한국사회과학연구

협의회의 편집위원장을 역임했다.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대통령 지속가능

발전위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집행위원, 부천 유네스코문학창의도시 운영위

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보다 문화적인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Dr. Kyung-Koo Han

Worked at the Foreign Ministry’s North America Office, Department of Anthropology at Gangwon 

University, and Department of International Studies at Kookmin University before joining the College 

of Liberal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2009, where he served as Dean from 2013 to 2017. 

Conducted fieldwork in Korea, Japan, China, Southeast Asia and the U.S. He also was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For The Studies Of Koreans Abroad, President of the Korean Society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President of the Korean International Migration Studies Association, and 

Chief Editor of the Korean Society for Cultural Anthropology and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He is currently working to build a more cultural society as Policy Committee Chair of the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member of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member of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and Chairperson of the Organizing Committee for Bucheon UNESCO City of Literature. 

강연자_Speakers

마크 제이콥스 

벨기에 엔트워프대학교 비교유산학과 교수로 2014년부터 '비교유산학문과 무

형유산 보호'에 관한 유네스코 의장직을 맡고 있다. 

Prof. Marc Jacobs

Marc Jacobs is a heritage worker, historian (PhD), cultural broker and 

facilitator. He is a professor of Ciritial Heritage Studies in the Faculty of 

Design Science at University of Antwerp.. Since 2014, Marc Jacobs is holder of the UNESCO chair on 

critical heritage studies and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서연호 

고려대학교 국문학 학사와 동 대학원 국문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일본 천리

대학교 객원교수, 동북대학에서 외국인교수를 역임하였다. 예술 분야에서는 한

국연극학회 회장(1999)을 지내, 현재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명예교수이다. 저서로

는『한국연극사(국내판 2003, 일본어판 2009), 『한국의 전통연희와 동아시아』(국

내판 2010, 일본어판 2015), 『한국공연예술의 역사와 미래전망』(2018) 등이며, 

한국비평가상, 간행물윤리상 및 서송한일학술상(2010)을 수상한 바 있다.

Prof. Yon-Ho Suh

Obtained BA, MA and PhD from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Korea University. 

Taught at Tenri University as visiting professor, and Tohoku University as foreign professor. Served as 

President of the Korean Theater Studies Association (1999) and is currently honorary professor at the 

Korea University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ey publications include “Hanguk 

yeongeuksa (History of Korean theater)”(Korean edition in 2003, Japanese edition in 2009), “Hangukui 

jeontongyeonhuiwa dongasia (Korean traditional banquets and East Asia)” (Korean edition in 2010, 

Japanese edition in 2015), “Hanguk gongyeonyesului yeoksawa miraejeonmang (History of Korean 

performing arts and outlook)” (2018). He has received the Korean Critics Award, Publication Ethics 

Award, and Seo Song Korea-Japan Academic Award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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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강연자_Special Lecturer

반기문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 하버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로, 1970년 제3회 외무

고시로 공직에 입문하였다. 외교부 국제연합과 과장, 국무총리실 의전비서관, 대통

령비서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등을 거쳐 제33대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하였으

며,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제8대 UN사무총장직을 재임하였다. 수상이력으로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2회(2009년, 2016년), 하버드대학교 올해의 인도주의자상, 

국제로타리 영예의 대상, 제6회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최고대상 등 다수이다. 

Mr. Ki-moon Ban, the 8th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Graduated with a bachelor's degree in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a 

master's degree in public administration from the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at Harvard University. 

Entered public office in 1970 by passing the 3rd Foreign Service Examinations. He served as Chief 

of the Foreign Ministry's United Nations Division, Chief of the Prime Minister’s Protocol and Chief 

Foreign Policy Adviser to the President before taking office as the 33rd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He was the 8th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from 2007 to 2016. He has received 

two Mugunghwa Medals of the Order of Civil Merit (2009, 2016), selected as Harvard University 

Humanitarian of the Year, and awarded the Rotary International Award of Honor, and Grand Prize at the 

6th Proud Korean Awards. 

세션 1_Session 1

좌장_Chair 

장장식 

서울교육대를 졸업하고 경희대 대학원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희대 민

속학연구소 연구원, 몽골국립대학교 객원교수, 한국몽골학회장을 역임하고,, 현

재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이자 인천광역시 문화재전문위원으로 재직 중이

다. 저서로『한국의 풍수설화 연구』(1995),『소가 웃을 일이다』(1997),『몽골에 가

면 초원의 향기가 난다』(2006),『몽골 유목민의 삶과 민속』(2005)이 있고, 공저

로『한국민속학 개론』(1998),『한국전통문화론』(2006) 등 한국의 무형문화에 대

한 민속학적 연구 및 한국과 몽골의 민속문화 비교연구를 수행하여 논문 100여 편과 20여 권의 공편저를 출

간하였다. 

Dr. Jang-Sik Jang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nd obtained a PhD at Kyung Hee University. 

Former researcher at Kyung Hee Univsersity Folk Studies Institute, visiting professor at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and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Mongolian Studies. Currently 

serves as curator at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and member of the Incheon Cultural Property 

Commission. He has published over 20 books and 100 papers on Korean intangible heritage folk studies 

and comparative studies between Korean and Mongolian folk culture. His has written “Hangukui 

pungsuseolhwa yeongu (Korean fengshui folk tales research)” (1995),”Soga useul ilida (Even a cow 

would laugh)” (1997), ”Mongole gamyun chowonui hyanggiga nanda (In Mongolia, there’s the scent 

of the plains)” (2006), “Mongol yumokminui salmgwa minsok (Life and folk customs of Mongolian 

nomads)” (2005) as author and “Hanguk minsokhak gaeron (Introduction to Korean Folk Studies)” (1998) 

and “Hanguk jeontong munhwaron (Korean Traditional Culture Studies)” (2006) as co-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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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 마르시오

핀란드유산국에서 고위급 자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정부기관인 핀란드유산청

은 20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유산 관련 정부 정책 이행을 담당하고 있다. 리

나 마르시오는 2014년부터 유네스코 무형유산협약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

다. 시벨리우스아카데미에서 예술경영 석사학위를, 헬싱키대학교에서 예술연

구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핀란드유산청에 입사하기 전 10년 간 문화 ·예술 관련 

정부기구, 비정부기구, 기업에서 프리랜서 연구자이자 제작자로 활동했다. 관심 

연구 분야로는 문화다양성, 문화적 권리, 예술교육 등이 있다. 핀란드, 발칸지역, 남아프리카에서 제작자로서 

여러 예술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Dr. Leena Marsio

She works in the Finnish Heritage Agency as a Senior Adviser. The Agency is a Governmental 

organisation with 200 staff members,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the Government’s policies on 

heritage. Marsio has been coordinating the UNESCO Convention on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Finland since 2014. She holds a Master’s degree in Arts management from the 

Sibelius Academy and a BA from the University of Helsinki in Arts research. Before working for the 

Government, she worked ten years as a free-lance researcher and producer in several organizations in the 

field of arts and culture both in Governmental level, NGO's and companies. As a researcher her interests 

have been in cultural diversity, cultural rights and arts education. Marsio has worked as a producer in arts 

and development projects in Finland, in the Balkan region and in South Africa

발제자_Speakers

삐에흐 부아 

파리-낭테르대학교에서 민족음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파리에 위치한 세계문

화의집에서 음악 프로그램 관련 예술 자문관, INEDIT(전통음악 CD 레이블) 관

리자, 자원센터 관리자로서 28년간 근무했다. 유네스코에 무형유산에 관한 여러 

자문을 제공해왔다

Dr. Pierre Bois 

Dr. Pierre Bois holds a PhD in ethnomusicology from University of Paris-Nanterre. He worked 28 years 

at the Maison des Cultures du Monde (Paris) as an artistic advisor in charge of music programs, director 

of the CD label of traditional music INEDIT and director of the resource center. He carried out several 

missions for UNESCO as a consultant in ICH.

촐포나이 U. 그리쉬추크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아메리칸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았다. 2010년 3월부터 

아이기네문화연구소에서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이자 연구자로 재직하고 있다. 주

요 연구 분야로는 서사시 소리(chanting), 토착 공동체의 전통신앙체계, 민족심

리학 등이 있다.

Ms. Cholponai Usubalieva-Gryshchuk

Cholponai UG is a project coordinator and researcher at the Aigine CRC since March 2010 with a BA 

from the American University in Central Asia. Main areas of interest are the tradition of epic chanting, 

traditional belief systems of indigenous communities and ethnopsyc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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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 치 앙 

조지타운세계유산센터 소장으로 재직 중이며, 유네스코 무형유산 퍼실리테이터

로 활동하고 있다. 조지타운 도심지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다. 지역민을 위해 세

계문화유산에 관한 창의적 발상과 총체적 관리를 도입하는 등 열정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원동원, 정책수립, 프로젝트관리, 위험관리 분야의 전문가로서, 

건축물 보존과 재난위험경감, 무형유산 보호를 통해 조지타운에서 생활하는 사

람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유산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Dr. Ming Chee Ang 

Dr. Ming Chee Ang is a general Manager of George Town World Heritage Incorporated and a Facilitator 

of UNESCO Global Network of Facilitators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orn and raised in the 

inner city of GeorgeTown, she carries her duties with much passion and fervor, incorporating innovative 

ideas and holistic management on World Heritage Site for the benefit of the local people. Specialized in 

resource mobilization, policy making, project management and risk assessment, she has incorporated 

built conservation, with elements of disaster risk reduction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afeguarding 

to create a sustainable heritage city for the people who live in, work in and use George Town.

세션 2_Session 2

좌장_Chair 

금기형 

금기형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은 한양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

으며 영국레스터대학교 언론대학원(석사), 런던정경대학교 대학원(사회조사방

법론) 연구과정을 수료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정책관, 관광정책국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문화전문관, 주 베트남 한국

문화원장 등을 역임하며 유네스코 문화분야 국제협력에도 다양한 경험과 지식

을 보유하고 있다. 

Mr. Ki Hyung Keum (Director-General, ICHCAP)

ICHCAP Director-General Keum Gi-hyung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t Hanyang University, completed a master’s degree in Media and Communication at University of 

Leicester, and a research program at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social 

research methodology). His former responsibilities include Director General for the Public Relation 

Bureau and Tourism Policy Bureau at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s well as culture and 

tourism specialist at UNESCO Bangkok and Director of the Korean Cultural Center in Vietnam, giving 

him a wide range of experience and knowledge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culture under 

UNE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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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혼 욘 

캄보디아리빙아츠에서 7년 넘게 재직 중이며, 현재 전문관을 역임하고 있다. 

2015년부터, 동 기관이 시행·지원해 온 강의들을 독립적 문화 사업 및 정규 공

동체 강의로 전환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현재 예술개발 프

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예술 창작 및 이를 공연, 축제, 워크샵

을 통해 대중에게 소개하고 또한 예술 분야 종사자를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소크혼 욘은 국제공연예술협회 글로벌 연구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캄보디아리빙아츠를 대표하여 국제적 축제와 포럼 및 공연예술마켓에 참여하고 있다.

Ms. Sokhorn Yon

She is a Program Manager at Cambodian Living Arts, and has been working for the organization for more 

than 7 years. Since 2015, she has been instrumental in the transition of classes initiated and facilitated by 

CLA into independent cultural enterprises and regular community classes. She is currently managing the 

Arts Development program,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developing arts. This includes creating art and 

presenting it to the public through performance seasons, festivals, or workshops and training people who 

work in the arts. She has previously been a Global Fellow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Performing Arts 

and regularly represents Cambodian Living Arts at international festivals and forums, and performing arts 

markets.

커크 시앙 여

싱가포르 국가유산위원회(NHB) 유산연구평가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유산연구

평가부는 비정부기구 및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싱가포르의 유형유산에 관한 연

구·기록·기념 업무 및 무형유산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커크 시앙 여는 싱가

포르 유산 전반에 관한 5주년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싱가포르유산계획'의 코디

네이터로도 활동하고 있다.

Mr. Kirk Siang Yeo 

He is currently the Director of the Heritage Research and Assessment Division (HRA) at the 

National Heritage Board (NHB) of Singapore. The division focuses on research, documentation and 

commemoration of Singapore’s tangible heritage and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partnership with non-government organisations and public agencies. He is also the coordinator for the “Our 

SG Heritage Plan”, which outlines the broad strategies for the five years of Singapore’s heritage sector 

(2018 - 2022).

카르마 푼초 

저명한 사회적 사상가이자 부탄학 학자로, 부탄 국내외에서 불교와 부탄학을 가

르치고 있다. 승려 수련을 마친 후 옥스포드 배일리얼대학교에 입학하여 산스크

리트어와 인도 고전종교를 배웠고, 동양학 철학박사 과정을 밟았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프랑스국립과학연구소, 버지니아대학교에서 연구자로 활동했다. 부탄

의 역사와 종교, 문화, 발전에 관한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부탄의 역사' 

등 200권이 넘은 도서와 글을 저술했다. 현재 부탄의 기록문화와 무형유산에 관

한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부탄에서 중요한 교육, 기업가정신, 문화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로덴

재단의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Dr. Karma Phuntsho

Lopen Karma Phuntsho is a social thought leader and a leading scholar on Bhutan. He teaches Buddhism 

and Bhutan Studies in Bhutan and abroad. He finished his full monastic training before he joined Balliol 

College, Oxford to read Sanskrit and Classical Indian religions and pursue a D.Phil. in Oriental Studies. 

He has worked as a researcher at Cambridge University, CNRS, Paris and University of Virginia. He 

speaks extensively on Bhutan’s history, religion, culture and development and is the author of over two 

hundred books and articles including The History of Bhutan. His current work focuses on the study of 

Bhutan’s written and intangible cultures. He is also the President of the Loden Foundation, a leading 

educational, entrepreneurial and cultural initiative in Bhu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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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론 1_Panel Discussion 1

좌장_Chair 

정정숙

2003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연구실 연구위원을 역

임했으며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대통령직속 동북아시대위원회 사회문화

협력분과 전문위원과 분과위원장을 역임했다. 한국 문화기획평가연구소 소장을 

거쳐 2017년부터 현재까지 재단법인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Dr. Jeongsook Chung

Researcher at the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s Culture and Arts Research Division from 2003 

to 2015. Served as Social and Cultural Cooperation Department Specialist and Department Chair at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 from 2004 to 2008. She Was Director 

of the Korea Cultural Planning Evaluation Institute before assuming current position as President of the 

Jeonju Cultural Foundation in 2017.

토론자_Discussant 

우르트나산 노로브 

모스크바 사범대학교를 졸업하고(1972-1977), 모스크바 사회과학원에서 박

사학위를 받았다(1984-1987). 몽골 문화부 문화예술국장을 역임하고(1993-

1997), 해외협력국을 거쳐(1997-2001),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냈

다(2001-2011). 연구 분야로는 문화, 문화유산, 문명 등이 있다. 현재 국제기념

물유적협의회(ICOMOS) 몽골국가위원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Dr . Urtnasan Norov

He received his tertiary education at the State Pedagogical University in Moscow (1972-1977) and later 

graduated with a doctoral degree from the Academy of Social Science in Moscow (1984-1987). He 

오호흐 르부샤 

얼마전부터 서울에 위치한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관으로 재직 중이다. 

이전에는 나이로비에서 난민지위결정관으로 수년간 일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케냐정부에 대한 난민지위결정권 이관 및 사건처리방법론 개발에 참여했다. 또

한 전반적인 보호 업무 및 위험관리, 규정준수,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2012

년, 알제 유엔난민기구에서 재직 당시 망명법안에 관한 알제리정부와의 논의에 

기여했다. 그전에는 터키 앙카라 유엔난민기구, 콩고 킨샤사 유엔난민기구, 말

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유엔난민기구에서 난민지위결정과 정착 업무를 맡았다. 프랑스와 말레이시아에서

는 법적지원, 통합, 생계지원에 관한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파리2대학(팡테옹-아사스)에서 인권·인도주의

법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파리1대학(팡테옹-소르본)에서 유럽 ·공동체주의법 석사학위를 받았다.

Ms. Aurore Lebouchard-Barua 

She recently arrived in Korea and is currently working as a Protection Officer with UNHCR in Seoul. 

Before, she used to work in Nairobi as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Officer for several years. In this 

context she was involved in the transition of RSD responsibilities to Government of Kenya and in the 

development of case processing methodologies. She also held broader protection responsibilities and 

was involved in risk management, compliance and quality. In 2012, she was working with UNHCR in 

Algiers and contributed to discussions with Government of Algeria on the draft asylum law. Prior to 

this, she worked with UNHCR in Turkey- Ankara,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 Kinshasa 

and Malaysia – Kuala Lumpur in RSD and Resettlement. In France and Malaysia, she was also involved 

in legal aid, integration and livelihood projects. Ms. Lebouchard has a Master in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from the University of Paris II (Pantheon-Assas) and a Master in European and 

Communitarian Law from the University of Paris I (Pantheon-Sorbo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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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d as Director General of the Culture and Art Department in the Ministry of Culture of Mongolia 

(1993-1997), served in the Department of External Cooperation (1997-2001), and held the title of 

Secretary General of the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01-2011). His research fields include 

culture, cultural heritage, civilization, and so on. He is currently serving as President of the Mongolian 

National Committee for the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ICOMOS).

레티민 리

베트남 문화유산연구진흥센터 센터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전 베트남 문화체육관

광부 부국장을 맡았다. 

Dr. Le Thi Minh Ly 

She is currently a director of Center for Research and Promotion Cultural 

Heritage, Vietnam. Formerly, she served as a deputy director of Department of Cultural Heritage i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Vietnam. 

진옥섭 

진옥섭 이사장은 200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통예술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한국영상대학교 겸임교수를 지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민속예술축

제 예술감독으로 재직하기도 했다. 2018년부터 한국문화재재단의 이사장을 맡

고 있다. 

Mr. Ok-Sub Jin

Served as Member of the Committee on Traditional Arts of Arts Council Korea from 2005, and was 

Adjunct Professor at the Korea College of Media Arts. Also served as Artistic Director of the Korean 

Folk Art Festival from 2010 to 2017. Has been President of the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since 

2018.

김경미 

장소기억과 스토리로 문화관광콘텐츠를 생산하는 관광학박사이자 문화기획자

이다. 전북전통문화연구소에서는 지역무형문화의 시대적 가치를 찾아 연구하고 

글을 쓴다. 전주대학교 관광서비스연구소 연구교수로 관광코스개발 및 관광상

품기획 등을 강의하며 인문관광의 실천적 적용을 위해 애쓰는 중이다.

Prof. Kyeongmi Kim

Doctor of tourism studies and cultural events planner who creates cultural tourism content based on 

memories and stories associated with places. Researches and writes on the contemporary value of 

regional intangible heritage at the Jeonbuk Traditional Culture Research Center. Teaches tourism itinerary 

development and tourism product planning as research professor at the Jeonju University Tourism 

Service Research Center, for the aim of finding practical applications for the humanities in tourism.

최희경 

국제여성가족교류재단(IWFF) 사무국장이자 경희사이버대학교대학원 겸임교

수로 재직 중이다.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ICCN) 사무국장을 역임한 바 있다. 

ICCN과 IWFF에서 무형유산과 여성권한증진에 관한 다양한 세계적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관심 분야로는 무형유산, 국제협력, 여성권한증진 등이 있다.

Dr. Heekyung Choi

Dr. Heekyung Choi is a Secretary-General at IWFF(International Women & Family Foundation), and an 

Adjunct Professor of the Graduate School of Kyung Hee Cyber University. She served as the Secretary-

General of ICCN, the International Network of local authorities for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uring her career at ICCN and IWFF, she conducted various worldwide projects related to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and empowerment of women. Her areas of interest are Intangible 

Heritag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Women’s Empowe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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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3_Sessio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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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모

문화인류학, 민속학, 민속예능 전공. 한국과 일본의 각지를 다니며 현지조사를 통

하여 양국의 민속예능, 특히 제사예능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립문화

재연구소에서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록사업과 기록방안에 대한 연구 및 동아시아 

무형문화재 조사 작업을 담당하였다. 이후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를 한국에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동 센터 활동과 관련하여 아태지역 

국가들의 무형유산 보호 및 협약 이행을 위한 여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Mr. Weonmo Park 

He is a Director of Office of Cooperation and Networking at ICHCAO. He has BA in Education, Yonsei 

University. Later he studied in MA in Education, Yonsei University and MA in Anthropology, Rikkyo 

University in Japan. Professional area is Comparative of Folk Performing Art, specially, Religious 

Performing Art in Korea and Japan. He previously worked i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and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in Korea. 

발제자_Speakers

토룬 크빈 

노르웨이 문화전통연구소는 성인들에게 문화 ·전통 분야의 교육을 제공함으로

써 모든 시민이 문화적 표현물과 친숙해지고 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 동 기관은 전통공예, 춤, 연극, 해안문화, 지역역사, 언어 등의 학문에 관한 성

인 교육을 제공하는 39개 회원 기관을 두고 있다. 또한 구드브란스달렌 도브레

에 위치한 공예학교(Hjerleid)의 공동 소유주이기도 하다.

Ms. Torunn Elise Kveen

The possibility to become familiar with and learn cultural expressions is made available for everyone 

living in Norway Association for Studies of Culture and Traditions (Studieforbundet kultur og tradisjon) 

is a member organization for voluntary organizations providing adult learning in the fields of culture and 

tradition. Association for Studies of Culture and Traditions has 39 member organizations providing adult 

education in disciplines such as traditional crafts, dance, theater, coast culture, local history, language etc. 

Association for Studies of Culture and Traditions are also co-owners of the craft school Hjerleid, located 

at Dovre in Gudbrandsdalen. Ms. Kveen’s reposibilities are communications, crafts, integration and 

theater. Previously She ha been teaching 15 years in Norwegian primary school, in various fields, among 

others, arts and crafts, music, English and home economics. Her last four years have been at Association 

for Studies of Culture and Traditions.

데일 자비스

메모리얼대학교 민속학부 겸임교수이자,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무형유산개발 

담당자로서 공동체의 전통문화 보호를 지원하고 있다. 1996년부터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유산재단에서 재직 중이다. 트렌트대학교에서 인류고고학 학사학위

를, 메모리얼대학교에서 민속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14년에는 무형유산 정

부간위원회 심사기구에서 활동한 바 있다. 정기적으로 구전역사, 문화기록, 대

중민속에 관한 워크샵에서 강연을 해오고 있다.

Dr. Dale Gilbert Jarvis

Dale Jarvis is an Adjunct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Folklore, Memorial University, and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evelopment Officer for Newfoundland and Labrador, helping communities 

to safeguard traditional culture. Dale has been working for Heritage NL since 1996, and holds a BSc in 

Anthropology/Archaeology from Trent University, and a MA in Folklore from Memorial University. 

In 2014, he served on the UNESCO Consultative Body to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e regularly teaches workshops on oral history, cultural 

documentation, and public folkl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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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 피더슨 

스미스소니언 민속생활문화유산센터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재직 중이다. 동 센

터의 프로젝트 감독 ·평가 업무를 주도하고 있으며, 국제 워크샵 ·연수를 조율

하고, 현장 연구를 수행하며, 전통 보유자들과 직접 협력하여 여러 문화 지속가

능성 프로젝트를 기획, 개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스미스소니언 아티즌 이니셔

티브의 수공예 프로젝트(Lag Zo Project), 유럽 소수언어 보존 프로젝트(SMiLE) 

등에 참여하고 있다.

Ms. Anne S. Pedersen

Anne Sandager Pedersen is a Project Manager at the Smithsonian Center for Folklife and Cultural 

Heritage. She leads the Center’s project monitoring and evaluation efforts, coordinates international 

workshops and trainings, conducts field research, and works directly with tradition bearers to design, 

develop and implement cultural sustainability projects. Her current portfolio includes the Smithsonian 

Artisan Initiative’s Lag Zo Project and the Sustaining Minoritized Languages in Europe (SMiLE) project.

르네 탈라베라

현재 필리핀 국립문화예술위원회 문화공동체전통예술과 과장을 맡고 있다. 

Ms. Renee Talavera

She is currently a Head of the Cultural Communities and Traditional Arts 

Section in National Commission for Culture and the Arts, Philipines.

타라 구자르후드

라오스 루앙프라방에 위치한 전통예술민족학센터(TAEC)의 공동 창립자이자 원

장을 역임하고 있다. TAEC는 박물관이자 문화유산 사회기업으로, 라오스의 문

화다양성 보존에 힘쓰고 있다. TAEC의 주요 활동으로는 상설 ·특별 전시, 강연

과 대중 행사, 라오스 내 600명 이상의 연행자를 대상으로 한 생계지원 프로그

램, 2곳의 수공예 상점 운영, 학교 학생 교육 등이 있다.

타라 구자르후드는 센터의 연구와 전시, 전략적 개발 업무를 가이드하고 있다. 센터 공동 창립 이전인 2003

년, 라오스로 이주하여 개발기관에서 3년간 민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속가능관광에 관해 정부에게 자문을 

제공하기도 했다. 

Ms. Tara Gujadhur

Tara Gujadhur is the Co-Director and Co-Founder of the the Traditional Arts and Ethnology Centre 

(TAEC) in Luang Prabang. TAEC is a museum and cultural heritage social enterprise dedicated to 

preserving cultural diversity in Laos. TAEC’s activities include permanent and special exhibitions, 

lectures and public events, a livelihoods programme working with over 600 artisans across Laos, two 

handicrafts shops, and a school outreach team. Tara guides the centre’s research, exhibitions, and strategic 

development, among other responsibilities. Prior to co-founding TAEC, Tara had moved to Laos in 2003 

with a development agency where she spent three years advising the government on sustainable tourism, 

primarily in ethnic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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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론 2_Panel Discuss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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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탁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 특별 자문관을 역임하고 있으며, 한국복

지대학교 특임교수이자, 경희대학교와 서강대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을 가르치

고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에서 국제교육을 가르치고 있다.2012년부터 2019년 3

월까지 서울에 위치한 유네스코 카테고리2 센터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

이해교육원(APCEIU)의 원장으로 재직했다. 그전에는, 1982년 처음 몸담은 유

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부사무총장이자 전략사업부문장을 역임했다. 1993년부

터 1995년까지 유네스코 본부의 21세기 국제교육위원회에서 준전문가로 활동했다. 2000년부터 2002년까

지는 샌디에고 캘리포니아대학교 국제정책 ·전략대학원 에서 방문연구원을 역임했다. 또한 서강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각각 2002-2012년, 2009-2012년까지 겸임교수로 활동했다. 공적개발원

조, 국제기구, 세계시민교육에 학문적 중점을 두고 있다. 서강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

득했다.

Dr. Utak Chung 

He is currently the Special Advisor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nd the Professor for Special Affairs of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Welfare. He teaches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t Kyung Hee University and Sogang University. In addition, he teaches 

International Educat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Dr. Utak CHUNG was the Director of the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PCEIU), a UNESCO Category 2 Centre based in Seoul, the Republic of Korea from 

2012 to March 2019. Prior to being inaugurated as APCEIU’s Director, Dr. Chung served as Assistant 

Secretary General and Director of Strategic Programs Divisions at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where he started his professional career in 1982. Additionally, he was the Associate Expert 

for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Education for the Twenty First Century of UNESCO Headquarters 

from 1993 to 1995, and served as a Visiting Scholar at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Relations and 

Pacific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from 2000 to 2002. Dr. Chung’steaching career also 

includes his work as Adjunct Professor at Graduate Schools of International Studies at Sogang University 

(2002-2012) and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9-2012) in Seoul, the Republic of Korea. His 

academic focus was 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He holds Ph.D and M.A. in Political Science from Sogang University, the 

Republic of Korea.

토론자_Discussants 

딜쇼드 라히미

타지키스탄 문화정보연구원 부원장으로 UNESCO 등재준비를 위한 무형유

산 국가 목록 작성 그룹 책임자로 전문가와 커뮤니티 협력을 통해 6개 종목 유

네스코 등재 준비 참여했으며 무형유산 국가목록 작성 책임자 (2012-2018)로 

업무를 수행했다. 두샨베 (2015), 테헤란 (2015, 2017), 비슈케크 (2017), 서울 

(2018)에서 열린 국제 무형 문화 유산 전문가 회의 참가했다. 

Dr. Dilshod Rahimi 

He is a Director Deputy at Research Institute of Culture and Information (RICI) of the Ministry 

of Culture of Republic of Tajikistan. Also He was a head of the group for preparation of national 

nomination files for UNECSO lists and prepared 6 nomination files with collaboration of specialists and 

communities. As a Head of the inventory making group on inventories of the ICH in the country (2012-

2018), he participated in the International ICH expert meetings in the Dushanbe (2015), Tehran (2015, 

2017), Bishkek (2017), Seou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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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첸블릭 막사르자브

몽골 국가문화유산센터에서 문화유산 등록 및 조사연구부 총괄을 담당하고 있

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러시아문화원에서 언론담당관을 지냈으며 2015년

부터 2018년까지는 국가문화유산센터에서 사업담당관을 맡았다. 

Mr. Tsetsenbileg Magsarjav

Director of the Department of Cultural Heritage Registration and Survey 

at the National Center for Cultural Heritage of Mongolia. Served as Media 

Officer at the Russian Cultural Center from 2009 to 2015, and Program Officer at the National Center for 

Cultural Heritage from 2015 to 2018.

티탄호아 응웬

티탄호아 응원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베트남 문화예술연구원 연구원으로 베

트남국립대학교에서 역사 전공으로 학사와 석사를 취득하고 2016 캐나다 트렌

트대학교에서 문화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Dr. Nguyen Thi Thanh Hoa

Since 2008, Nguyen Thi Thanh Hoa has been a researcher of the Division of 

Cultural Policy and Management Studies at the Vietnam National Institute of 

Culture and Arts Studies (VICAS). She gained her Bachelor’s and Master’s degrees in History from the 

Vietnam National University in Hanoi. In 2016, she obtained a PhD degree in Cultural Studies from Trent 

University in Canada.

임승범

한국민속학을 전공하였으며, 현재 국립무형유산원의 학예연구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한남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하기도 했으며 주요 저

서로는 < 태안 법사의 삶과 무속 (공저 2016>, <대안 설위설경(2011)> 등이 있다. 

Mr. Seung-Bum Lim

Majored in Korean folk studies and currently works as Researcher at th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He also served as adjunct professor at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and Hannam University. Key publications include “Taean 

beobsaui salmgwa musok (Lives of monks in Taean and shamanism)”, and “Taean seolwiseolgyeong 

(2011)”. 

홍태한 

한국의 여러 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무속의례 및 불교의례를 주로 연구한다. 문

화재청 무형문화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위원 등의 활동을 하면서 

무형유산과 무형문화재의 관련성을 탐구하고 있다. <불교의례의 민속적 이해> 

등 140여 권의 책을, <전남 무형유산의 계승과 확산>등 250여 편의 논문을 발표

했다 

Prof. Tae-Han Hong

Recipient of the 12th Na Son Academic Award(2003), Asian Comparative Folklore Society’s Most 

Outstanding Academic Award (2009) and 13th Wolsan Folk Studies Academic Award (2015). Currently 

professor at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chool of Korean Traditional Arts, and also serves 

as Vice Chair of the Society of Korean Performance Art and Culture, Chair of Research at Korea Folk 

Studies Society, expert member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s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Commission and World Heritage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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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1_Special Sess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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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용 

현재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ICHCAP)의 정책개발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또한 무형유산 관련 계간지인 'ICH꾸리에'의 편집장을 역임하고 있다. 퀸즐랜

드대학교에서 유산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13년 '무형유산 보호 거버넌스: 

아시아태평양 맥락'이라는 제목의 도서를 저술한 바 있다(출판사: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문화재청 문화유산위원회 전문 자문관으로 활동했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중앙대학교 비교민속학 겸임교수를 역임했다.유네스

코 2003년 협약 초안 작성 시 정부간 실무자회의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 바 있으며, 문화유산 분야의 다양한 

연구와 정책 기반 프로젝트를 수행해왔다. 

Dr. Seong-Yong Park

Dr. Seong-Yong Park is currently the Assistant Director-General at 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ICHCAP), a UNESCO Category 2 Centre in South Korea. He is also the Editor-in-Chief of 

the ICH Courier, a quarterly magazine in the ICH field. He earned his PhD in Heritage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and authored On Intangible Heritage Safeguarding Governance: An Asia-

Pacific Context, published by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in 2013. He was also Expert Advisor 

for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and an Adjunct 

Professor of Comparative Folklore Studies at Chung-Ang University from 2012 to 2014. He participated 

as a government expert in the Intergovernmental Working Meetings of UNESCO during the drafting 

of the 2003 Convention and has conducted various research and policy-based projects in the cultural 

heritage field.

발제자_Speaker

수잔 오게 

멜버른대학교에서 인류학 ·미술학부를 졸업하고, 디킨대학교에서 박물관학 과

정을 수료한 후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에서 민족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인류학자로서 수년간 호주 토착 공동체들과 함께 일했고, 이후 1999년 유산 컨

설턴트로 유네스코 본부 문화부에 합류하여 이후 10년간 무형유산과 박물관 분

야의 프로젝트를 담당했다. 2009년 싱가포르로 이주하여 무형유산협약에 관한 

아태지역 유산 컨설턴트로 활동을 이어나갔다. 최근에는 베이징에 위치한 아태

무형문화유산 국제훈련센터(CRIHAP)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협약 관련 교육활동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

고 있다.

Ms. Suzanne Ogge

Suzanne Ogge completed her Bachelor of Arts (Hons) at the University of Melbourne in Social 

Anthropology and Fine Arts, followed a post-graduate certificate in Museum Studies from Deakin 

University (Melbourne) and a Masters in Ethnology at L’Ecole des hautes etudes en sciences sociales in 

Paris. She worked for several years as an anthropologist in Australia with indigenous communities before 

joining UNESCO’s Culture Sector in Paris as a heritage consultant in 1999, where she was responsible 

for over a decade for operational projects in the fields of intangible and museums. Since relocating 

to Singapore in 2009, Suzanne has continued to work as a heritage consultant for UNESCO’s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 – Pacific region, and 

was recently appointed to the Advisory Committee for the Beijing-based UNESCO Category 2 Centre, 

CRIHAP, for training activities relating to the 2003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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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성

지난 20년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해왔다. 현재 문화팀

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국제협력팀장, 문화커뮤니케이션팀장 등으로 

활동했다. 런던시티대학교에서 예술경영 ·문화정책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버벡

대학교에서 예술경영 학위를 취득했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저서와 보고서 및 

글을 저술했다. 유네스코 조직개편 - 변화하는 세계질서에서 유네스코와 관련

한 한국의 비전(2018), 교육 ·문화분야의 유네스코 표준설정기구에 관한 동향분

석(2016), 유네스코에 대한 자발적 기여 가이드(2016), 한국 내 유네스코 활동의 가치와 영향(2015), 위기의 

유네스코, 나아갈 곳은?(2013), 문화경제발전과 여성권한증진 도구로서의 공예(2010), 유네스코 창의도시네

트워크에 관한 가이드(2009).

Mr. Jinsung Jeon

Jinsung Jeon has been working at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in various capacities 

for the past twenty years. His current position is Director of the Culture Division, and he previously 

served as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Relations Division, and Head of the Culture and Communication 

Team, among other roles. He received his M.A in Arts Management and Cultural Policy from City, 

University of London and a Diploma in Arts Administration from Birkbeck, University of London. He 

has authored various reports, books and articles, including UNESCO's Organizational Reform - The 

Republic of Korea's vision in relation to UNESCO in a Changing World Order(2018), Trend Analysis 

on UNESCO Standard Setting Instruments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Culture (2016), Practical Guide 

for Voluntary Contributions to UNESCO (2016), Value and Impact of UNESCO Activities in Korea 

(2015), UNESCO in Crisis, where to go? (2013), Crafts as a tool for cultural economic development and 

women's empowerment (2010), and Application Guidebook for the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2009).

김덕순

현재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연구정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무형유산분야 

국제협력, 연구정보, 조직 및 행정에 대한 사업과 활동을 담당한 바 있다. 호주, 

독일, 한국의 대학원에서 관광경영학, MBA, 개발경제학을 전공하고, 현재는 전

북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국제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책'관

련 박사논문을 작성중이다. 관심분야는 유네스코 문화정책, 국제협력, 남북협력 

등이다. 최근 주요 논문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있어 경쟁

과 협력(2018), 남북 무형유산 교류협력의 다자간 협력틀 모색(2018) 등이 있다. 

Mr. Deok-soon Kim

Deoksoon Kim is a director of information and research office of ICHCAP, and has worked in area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and organization management. He has completed his 

master degrees in tourism management, MBA, development economics in Australia, Germany, and the 

Republic of Korea. Currently, he completed Ph.D courses in public administration at Chonbuk University, 

and is writing a doctoral dissertation on international policy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is interested 

areas are on UNESCO cultural policy, international cooperation, inter-Korea exchange and cooperation, 

ODA and so on. Recent papers include 'cooperation and competition o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Asia and the Pacific region'(2018), and 'A study on seeking the multilateral cooperation framework for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2018).

관징

현재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훈련센터 전문관으로 있다. 

Ms. Jing Guan

She is currently a Training Programme Coordinator of Training Division in 

CRI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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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2_Special Session 2

좌장_Chair

허용호 

제12회 나손학술상(2003), 제1회 비교민속학회 최우수학술상(2009), 제13회 월

산민속학술상(2015) 수상했으며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한국공

연문화학회 부회장, 한국민속학회 연구위원장,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전문위원, 

문화재청 세계유산분과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Prof. Yong-ho Heo

Recipient of the 12th Na Son Academic Award(2003), Asian Comparative 

Folklore Society’s Most Outstanding Academic Award (2009) and 13th Wolsan Folk Studies Academic 

Award (2015). Currently professor at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chool of Korean Traditional 

Arts, and also serves as Vice Chair of the Society of Korean Performance Art and Culture, Chair of 

Research at Korea Folk Studies Society, expert member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s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Commission and World Heritage Department. 

발제자_Speaker

박상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이며, 미국하버드대학 문화인류학박사이다. 유

네스코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전문가 (facilitator)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동 

협약의 심사기구 의장을 맡고 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세계유산분과), 무형

문화재위원을 맡고 있다.

Prof. Sangmee Bak 

Sangmee Bak is a professor of cultural anthropology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Seoul, Korea. She received a Ph.D in anthropology from Harvard University (1994). 

Dr. Bak has been a facilitator for the 2003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currently the Chair of the Evaluation Body for the Convention. She is also a 

Member of Cultural Heritage Committee (World Heritage Section)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in Korea.

토론자_Discussants

이삼열 

서울대학교 철학과와 대학원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독일 괴팅겐 대학에서 사회

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KNCU) 사무총장, 유네스코아태

국제이해교육원(APCEIU) 원장,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ICHCAP) 사무총장

직을 맡아, 평화, 인권, 지속 가능 발전의 교육, 문화 사업을 국제협력을 통해 추

진했다. 평화의 문화를 위한 교사훈련, 교재개발, 교류협력을 실시했다. 

Dr. Samuel Lee

Graduated with a bachelor’s and master’s degree from the Department of Philosoph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PhD in Social Science at University of Göttingen. Served as Secretary-General of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KNCU), Director of the UNESCO Asia-Pacific Cultu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PCEIU), and Director-General of the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re in the Asia Pacific Region (ICHCAP), conducting educational and cultural 

programs such as teacher training, textbook development and collaborations for peace, human righ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박영정

박영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선임연구위원이자 문

화연구본부장으로 재직중이다. 그는 주로 공연 예술, 예술 교육, 남북 문화 교류

에 관한 정책 연구를 해 왔다. 최근에는 북한의 무형문화 유산 정책 동향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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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Young-jeong Park

Dr. Young-Jeong Park is Senior Research Fellow and Executive Director of the Culture Research Group 

at the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under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Korea. 

He has mainly carried out policy research in the areas of performing arts, arts education, and inter-Korean 

cultural exchange. Recently, he conducted the study on Trends of Intangible Heritage Policy in North 

Korean.

임형진

안동대학교 민속학과(학사)와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석사)를 졸업했다.1999

년 문화재청에 입사해 국립문화재연구소, 동산문화재과, 무형문화재과, 국립

무형유산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근무했다.올해 통일부(Ministry of 

Unification) 통일교육원(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IUE)에서 장기교

육 파견 중이다. 

Mr. Hyoung-Jin Lim

Graduated from Andong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Folk Studies (bachelor’s) and Yeungnam 

University Department of Cultural Anthropology (master’s). Joined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n 1999 and worked at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Movable Cultural Property 

Divisi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ivision,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and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He is currently on long term training at the Ministry of 

Unification’s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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