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일정

제1세션 2
 021.09.29.(수) [융합과 창의의 시대, 무형문화유산의 도전과제]
좌장: 함한희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

시간

내용

발제자

14:25 - 14:40

기조발제1

무형문화유산의 창의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발전
기조발제2

시대의 변화 속, 무형문화유산의 존재 의미와 가치
발표1

14:40 - 14:55

14:55 - 15:10

15:10 - 15:25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와 창의성의
역할
발표2

4차 산업혁명시대, 창의산업과 무형문화유산
발표3

신 과학기술과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
발표4

15:25 - 15:40

14:00 - 14:30

이리나 보코바
(前 유네스코 사무총장)

배기동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前 국립중앙박물관장)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 창의경제팀)

발표1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대학교 고고학연구소)

무형문화유산의 창의적 계승과 가치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
발표3

15:30 - 16:00

아미타바 바타차리야
(방글라나탁닷컴 설립자 및 대표)

데이비드 웰런

무형문화유산의 미래를 위한 IT혁신기술과
온라인 플랫폼 환경

(Immersive VR Education 및 ENGAGE CEO)

발표4
15:15 - 15:30

(미국 예일대학교 HRAF 재단 부이사장)

(아프리카 HEVA Fund LLP 이사)

발표2

15:00 - 15:15

마이클 피셔

조지 가차라

14:45 - 15:00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여정: 지속가능한 관광을
통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증진

15:00 - 15:15

마릴레나 알리비자투

발제자

무형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가치투자모델

죠티 호사그라하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부소장)

패널토론 2

Z세대들이 그리는 무형문화유산의 미래

무형문화유산 청년대표 4인

※ 좌장: 두
 엉빅한

(네팔, 라오스, 한국, 방글라데시)

발표1

해리엇 디컨

무형문화유산의 가치창출을 위한 시장전략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대학교 명예교수)

발표2

커크 시앙 여

창의 경제와 무형문화유산의 가능성

(싱가포르 국립문화유산위원회 문화유산 연구 및 평가팀장)

발표3

(롤랜드버거 서울사무소 대표)

내용

14:30 - 14:45

14:45 - 15:00

이수성

제2세션 2
 021.09.30.(목) [무형문화유산에서 찾는 혁신과 가치창출의 가능성]
좌장: 안재홍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특별강연

14:30 - 14:45

에이미 루이스 쉘버

(프랑스 파리 낭테르대학교 정보통신과학부 교수)

데이터로 보는 무형문화유산의 가치와 가능성

발제자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문화담당관)

패널토론 1

시간

내용
특별세션

마르타 세베로

융합과 창의의 시대,
무형문화유산의 도전과제와 가능성

15:40 - 16:10

14:00 - 14:30

시간

개회식

14:00 - 14:10
14:10 - 14:25

제3세션 2
 021.10.1.(금) [무형문화유산의 창의적 가치와 미래]
좌장: 이슬기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 부교수

15:15 - 15:30
15:30 - 16:00

미토스 우르겔

지역형 공정무역을 통한 무형문화유산의
미래가치 창출

(태국 WEAVE 재단 대표)

발표4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한 광고 크리에이티브 전략

오충섭
(한국관광공사 브랜드마케팅팀장)

패널토론 3

Program

SESSION 1 2
 021.09.29.(Wed) [The Age of Convergence and Creativity, Challenges of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oderator: Hanhee Hahm Chonbuk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Archeology and Cultural Anthropology Emeritus Professor

Time

Presentation

Presenter
Opening Ceremony

14:00 - 14:10
Keynote Presentation 1
14:10 - 14:25

Creative Valu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Keynote Presentation 2

14:25 - 14:40

The Meaning and Valu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midst of Transformation of Era
Presentation 1

14:40 - 14:55

The Role of Culture and Creativity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Humankind
Presentation 2

14:55 - 15:10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reative Industry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15:10 - 15:25

In the Age of New Technologies – Repurposing
Intangible Heritage

15:25 - 15:40

Challenges and Possibiliti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Era of Convergence and Creativity

Presentation 4

Presentation

(Former Director-General of UNESCO)

Ki-dong Bae

Futur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nvisioned
by Z generation

Presentation 1

Amy-Louise Shelve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Creative Economy:
Examples from Singapore
Presentation 3

Mitos Urgel

15:00 - 15:15

Local Fair Trade for Creative Valu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esident and CEO at Women's Education for
Advancement and Empowerment (WEAVE)
Foundation)

15:15 - 15:30

Synergiz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r Creative
Advertisement

Presentation 2

(Honorary Lecturer, University College London)

Marta Severo
(Professor of University Paris Nanterre)

Special Lecture

Adapting to the New Era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ith Metadata

14:30 - 14:45

Developing/Exploring the Social Investment Models for
the Sustainability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14:45 - 15:00

The Role of the Social Enterprises in Creative Transmission
and Value Cre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esentation 1

Presentation 2

Presentation 3

Innovative Technologies and Online Platform for the
Futur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ichael Fischer
(Vice-President of Human Relations Area Files)

George Gachara
(Managing Partner of HEVA Fund LLP)

Amitava Bhattacharya
(Founder and Director of Banglanatak dot com)

David Whelan
(C.E.O. of Immersive VR Education PLC)

Presentation 4

UNESCO World Heritage Journeys: Promoting and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rough
Sustainable Travel
Panel Discussion 2

Jyoti Hosagrahar
(Deputy Director, UNESCO World Heritage Center)

Harriet Deacon

14:45 - 15:00

(Managing Director of Roland Berger’s Seoul Office)

Marilena Alivizatou

(Nepal, Lao PDR, Republic of Korea, Bangladesh)

Market Strategy for the Value Cre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reative economy expert and Communications
Officer, UNCTAD)

Soosung Le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Youth
Network

14:30 - 14:45

(Professor Emeritus, Hanyang University,
Former Director-General of National Museum of Korea)

Presenter

14:00 - 14:30

15:30 - 16:00

Presenter

• Moderator: Duong Bich Hanh Chief of Culture Unit, UNESCO Bangkok

Irina Bokova

SESSION 2 2
 021.09.30.(Thu) [Finding Possibility of Innovation and Creating Value throug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oderator: Jaehong Ahn Visiting Professor, KAIST raduate School of Culture Technology

15:15 - 15:30

Presentation
Special Session

14:00 - 14:30

Panel Discussion 1

15:40 - 16:10

15:00 - 15:15

Time

Presentation 4

Presentation 3

Time

SESSION 3 2
 021.10.1.(Fri) [Creative Industry and Futur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oderator: Seul Ki Lee Associate Professor, Sejong University

15:30 - 16:00

Panel Discussion 3

(Honorary Research Fellow, University of Cape Town)

Kirk Siang Yeo
(Director, Heritage Research & Assessment, National
Heritage Board)

Choongsub Oh
(Director of Brand Marketing Team, Korea Tourism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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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

융합과 창의의 시대, 무형문화유산의 재발견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가 크게 변화했고, 화상을 이용한 회의도

2021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을 통해 융합과 창의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시

익숙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직접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디지털과

대 속 무형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회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어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 더 많은 논의가 가능해졌으며,

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려 합니다. 이 시대 속 무형문화유산이 인류에

더 다양한 기회와 가능성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게 갖는 중요성을 논의하고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해보는 계기가 되
길 바랍니다.

우리는 AI, 빅데이터, 기후위기 등으로 급속한 변화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변
화에 따른 도전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화에 대응은 새로운 가능성과 기
회를 주기도 합니다. ‘궁즉변 변죽통 통즉구 -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오래간다’라 합니다. 역사를 관통하는, 위기 앞에 굴하지 않고 용기를
내고 결국은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온, 우리 인류의 선의지와 집단지성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은 이러한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재창조되고 전승됩니다.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인류의 창의성은 현재는 사회 전반에 걸쳐 인류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동인이 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의 창의적 계승은 인류의
창의성을 전제로 다른 분야와의 활용가능성을 나타내며 무형문화유산 가치
증진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회의 변혁을 이끄는 창의성과 과학기술이 가능하
게 한 융복합의 가치를 활용하여 무형문화유산을 과거의 산물이 아니라 현재

국립무형유산원

의 삶 속에서 생동하는 살아있는 유산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원장 이종희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금기형

2021 WORLD FORUM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discover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Era of Convergence and Creativity

For the past few years, we have seen how the COVID-19 pandemic

for its application to other fields based on the premise of human creativity

completely upturned our societies, and we have become used to these virtual

and increases its value. Using convergence, made possible by revolutionary

meetings as well. It's unfortunate that we still cannot meet in person. But

creativity and technology, we ensure tha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mains

thanks to advancements made in digital and network technologies, we

as living heritage in our present lives, not a product of the past.

can transcend time and space to have more discussions and explore more
possibilities and opportunities.

2021 World Forum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ill examine
how we utilize social change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to enhance

We are at the center of rapid change characterized by AI, big data and

the sustainability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is new age represented

climate crisis. Challenges that come with the change are not easy. However,

by convergence and creativity. It serves as an opportunity to discuss the

responding to such changes offers us new possibilities and opportunities. A

importanc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 humankind and rediscover the

saying goes that if you are pressed, you change, and when you change, you

valu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ind a breakthrough. And when you do find that breakthrough, it lasts. I
have faith that the power of humanity's goodwill and collective intelligence
has led us to stay brave, notwithstanding the crisis that penetrated history, to
overcome the challenge to open up a new path eventually.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tinues to be reinvented and
transmitted in different ways according to these times and societal changes.
Creativity has enabled humanity to overcome the crisis at every crucial
moment and continues to transform the way we live at every level of society.
The creative transmiss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hows potential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Director

Jong-Hee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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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UM, Ki Hyung

기조발제1

문화유산에 있어서도 21개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묘제례

무형문화유산의 창의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발전
이리나 보코바
前 유네스코 사무총장

및 종묘제례악, 강릉단오제, 대목장 등과 같은 유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
다. 이러한 문화유산들은 당연히 모든 한국 국민들에게도 소중하겠지만 또한
더 넓은 인류 유산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무형문화유산은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 짓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
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며 세상을 형성하는 수단입니다. 무
형문화유산은 공동체, 집단, 개인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직 그들만이 유산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포럼에 참석하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 세계

을 보호할 수 있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무형문

무형문화유산포럼 개막식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

화유산 보호협약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세계 각국의

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문화재청의 후원으로 개최하는 세계무형문

살아있는 문화적 표현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무형문화

화유산포럼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유산 보호협약은 사회적 결속을 다지는 수단이며, 유엔의 2030 지속가능발
전 목표 달성에 있어 필수적인 문화적 실천을 보호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 센터가 처음 문을 열었던 당시 2011년 11월 28일에 대한 저의 소중한 기
억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센터 창립에 저도 개인적으로 도움을 줄

우리는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채택된 이후 참으로 먼 길을 걸어왔

수 있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었습니다. 센터는 어느새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습니다. 출발점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은 인권과 양립할 수 있

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사이에 상호 존중을 촉진해야 한다.’ ‘인

힘써주신 센터의 업적과 그 공헌을 자랑스러워 하셔야 합니다.

간, 사회,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를 지원해야 한다.’ 였습니다. 180개의 회원국
이 이러한 목표를 위해 단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협약이 유네스코가 채택

대한민국이 이번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위원국으

한 협약 가운데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비준을 달성한 협약이라는 사실에 깊

로 3회째 선출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이라는 기간 동안 위원국으로

은 만족을 느낍니다.

활발히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위원국 선출은 한국 국민 분들이 문
화유산 보호에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준다고 생각합니

무형문화유산은 이처럼 강력한 생명력과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변화

다. 앞으로 한국의 이러한 목표 의식이 더욱 추진되고 더 많은 분들과 공유되

의 압력에 취약합니다. 문화권 분야 유엔 특별보고관은 2019년에 이미 무형

길 바랍니다. 한국은 다수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종묘부터

문화유산 전통의 혼란이나 파괴가 생길 경우 그 전반적인 영향에 대한 기록

제주의 화산섬,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이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인류무형

화, 모니터링 및 분석 작업에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유산의 보

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경우 그 대가는

시키고, 인류 존엄성과 인류의 진보를 위한 사회적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하

엄청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토대를 튼튼히 마련해야 합니다.

나의 특별한 기회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같은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비전이 결국 유엔의 2030 지속가능한

유네스코와 회원국들은 함께 더 많은 노력을 이끌기 위해 국제표준을 도입했

발전을 위한 의제에도 영감이 되었다고도 생각합니다. 2030 아젠다의 경우

습니다. 경험과 역량 강화를 공유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증대했습니다.

유네스코가 그 채택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기도 했었습니다. 선언문에 따

우리는 인류유산의 다양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도구와 목록을 만들었

르면 이것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의제였습니다. 글로벌 수준에

습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유산의 취약성

서 세계 최초로 문화, 문화유산, 다양성을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

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사람들의 생각

동력과 핵심 요소로 인식하였습니다. 유네스코가 회원국의 지지를 얼만큼 이

을 바꿨습니다. 유산에 대한 개념이 단지 기념물, 유물을 넘어 살아있는 유산

끌어왔는지를 잘 반영했고, 그 당시 가장 위대한 지지국 중 하나이자 지금까

을 포함할 수 있도록 유산에 대한 새로운 세계적인 이해를 형성해 왔고, 살아

지도 가장 많은 후원을 해주시는 국가 중 한 곳인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특별

있는 유산을 혁신의 수단으로, 또 사회적 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힘

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으로 인식하는데 도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히 획기적이고 혁명적이었다
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있는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근본적인

바로 이런 방법으로 저희는 보다 관대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습니

접근법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말해 공동체와 주민들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

다. 우리가 더 다양한 사회에서 함께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난과 배

어 유산의 관리자이자 문화적 표현의 관리자로 그들을 인식했습니다. 무형문

고픔을 근절하고 문화 분야, 예술과 공예, 관광 분야에서 양질의 친환경 일자

화유산은 계속 실천되고 전승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인간 존엄과 상호 존중

리를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해결책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바로 이런 방법으로

이라는 기반 하에 더욱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의 끔찍한 결과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미 여러
공동체와 주민들에게 미친 악영향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자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이러한 모든 차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

연재해의 도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실천과 지식을 통해 생물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저는 아태센터가 특히 교육 분야

양성을 증진하고 천연자원을 관리하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에 가지고 있는 새로운 야심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무형문화유산 교육이 우리
의 역사 문화를 비롯해 또 이웃 국가의 역사 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워낙 필

살아있는 유산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많은 해답을 가

수적인 만큼, 아태센터의 교육 관련 새로운 사업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교육

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

이야말로 이해를 고취시키고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우리가 공유하는 공동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저는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이 우수사례를 공

체의 지식과 정보를 더욱 전달할 수 있습니다. 교사, 교육자, 유산 연행자 및

유하고 또 정책을 강화하며 세계 수준에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향상

국민들도 이제 최근 새롭게 발표된 조사보고서를 통해 교육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교육자료입니다. 이 조사 연구는 유네스코방콕사무소와 유네스코아태
무형유산센터가 공동 주관한 것으로 지역 내의 무형문화유산 교육 현황을 포
함한 일반적인 현황과 추세까지 체계적으로 조사한 최초의 연구사례입니다.
이 보고서는 실제로 교사들이 학교에서 무형문화유산을 어떻게 접목시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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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하고 있는지, 어떤 과목에 포함시키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사용하고 있는
지,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무형문화유산 종목은 무엇인지, 가장 현실적으
로 진입할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 다양한 주제와 활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 출판물은 교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현재 그들이 이용할 수 있
는 자원, 또 무형문화 실천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
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례 연구를 통해 무형문화유산을 이용한 교
육과 학습이 다른 교사들에게 어떻게 영감을 주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하게도 이 보고서는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모두를 위한 포괄적인 교육과 평생 학습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Ladies and Gentlemen, dear participants in today’s forum, it is a pleasure
to be with you here today for the opening of the 2021 World Forum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rganized jointly by 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with the support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4번째 목표인 양질의 포괄적인 교육을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
라는 점입니다.

From the beginning, let me share my fond memories of the 28th
November 2011 for the inauguration of the center, which I had the honor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는 커다란 기회가 놓여있습니다. 바로 무형문화유산의

to assist personally, and soon you will be celebrating your 10th anniversary.

잠재력을 실현시켜 더욱 포용적이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하며 평화로운 세상

You should be proud of your achievements and contribution to a better

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and valu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w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elected for a third time as
a member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to safeguard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r the period of 2020-2024, I’m confident that this purpose
will be promoted and widely shared further on. I believe it also reflects the
commitment of the Korean people to culture and heritage protection. It is
through both the world heritage sites from the Jongmyo shrine to the Jeju

volcanic island and the historic villages of Hahoe and Yangdong. It is equally

monitoring and analyzing risks of holistic impacts of disruption on ICH

tru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Republic of Korea already has 21

traditions. This makes safeguarding all the more vital the stakes are high, so

intangible cultural assets such as the Royal ancestral ritual in the Jongmyo

we must set solid foundations now on which to build.

shrine and its music, the Gangneung Dano festival and Daemokjang
traditional wooden architecture and many others. These are precious for the
Korean people, but they are also part of the wider heritage of humanity.

I believe this same vision is the inspir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United Nations agreed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for whose adoption, UNESCO worked so hard in the word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our bridge from the past to the future;

of its declaration. This is an agenda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it is how we understand the world and the means by which we shape it.

people. For the first time at the global level, culture, cultural heritag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the precious possession of communities, groups

diversity were recognized as drivers and enablers of inclusive and sustainable

and individuals. Only they can safeguard it and pass it on to generations to

development. It reflected the advocacy UNESCO has led with the champions

come. This is I believe the Convention’s goal for safeguarding ICH provides

support of member states, and I wish to express special thanks again to the

the opportunity to discover living cultural expressions from across the world.

Republic of Korea, which was and still is one of its greatest champions. This

But it is also a tool for social cohesion and the way to safeguard practices that

is how we can build more tolerant and more inclusive societies. This is how

are vital for achieving the United Nation’s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e can learn to live together in ever more diverse societies. This is how we

2030.

will craft new solutions to eradicate poverty and hunger to create decent and
green jobs in the culture sector, in arts and crafts, music and tourism. This
We have some dear friends a long way since the adoption of the

is how we can overcome the dire consequences of the global COVID-19

Convention in 2003. Our starting point is quite clear. Intangible cultural

pandemic with its devastating impact on communities and people. This is

heritage must be compatible with human rights. It should promote mutual

also how we can tackle the challenges of climate change and natural disasters

respect among communities, and it should support human social-economic

building on traditional practices and knowledge to protect biodiversity and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More than 180 states have rallied

manage natural resources. Our living heritage holds many answers to the

around these objectives, and I can express my deep satisfaction with the fact

questions we face today. It is our responsibility to defend it. It is our duty to

that this has been the fastest ratified convention adopted by UNESCO.

make the most of it. I see the world forum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a
unique opportunity to share best practices to strengthen policies and improve

Robust in mean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also vulnerable to
the pressures of change. The United Nation’s special reporte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emphasized already in 2019 the importance of documenting,

recognition of the heritage at the global level and its role in deepening social
cohesion in advancing human dignity and progress.

Together UNESCO and member states have introduced international

state of ICH education in the region as well as the general issues and trends.

standards to stimulate and guide efforts. We have increased international

The report indeed covers a wide variety of subjects and activities in which

cooperation for the exchange of experience and capacity building. We have

teachers integrate ICH and the types of ICH which are the most popular for

created tools and lists to demonstrate the diversity of this heritage to mobilize

using in schools and the most visible entry points. This impressive publication

the systems for its safeguarding to raise awareness about its vulnerability.

also details the challenges the teachers face, the support that is currently

Most fundamentally, we have helped to change minds. We have shaped a

available to them, and the imperative to make practices more effective. Case

new global understanding of heritage beyond monuments, beyond artifacts

studies give a deeper understanding of how teaching, learning and using

to include living heritage, recognizing it as a force for innovation, social

ICH are currently taking place, serving as an inspiration for other teachers.

transform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 think we should call this what

What is very important is that the publication is a part of ongoing efforts

it is. It is groundbreaking and revolutionary. Together we have shaped the

to enhance the safeguarding of the region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radically new approach to protecting living heritage, putting communities

achieve quality inclusive educati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the purpose

and peoples first as custodians and as bearers of cultural expressions.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goal number 4 on inclusive quality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ust continue to be practiced and transmitted for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for all.

humanity to create a more peaceful and sustainable future based on dignity
and equal respect.

This is the immense opportunity of leveraging the potential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 build an inclusive, just, sustainable and peaceful

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is important in all of these levels, and here I would like to make an emphasis
on the new ambition of this information center on education becaus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essential for understanding our own histories
and cultures as well as those of our neighbors, fostering understanding
empathy and bette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our shared
communities. Teachers, education managers, heritage practitioners and the
general public now have new resources available in the recent survey report
teaching and learning with and abou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Asia and
the pacific. A joint undertaking by UNESCO Bangkok office and ICHCAP,
the publication presents for the first time a systemic overview of the current

world. I wish success to your forum and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기조발제2

보존과 활용에서 새로운 기대를 하는 것은 글로벌 사회가 가지는 기술적인 이

시대의 변화 속, 무형문화유산의 존재 의미와 가치
배기동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前 국립중앙박물관장

점, 즉 디지털 영상과 소통의 기술의 보편화라는 과정이다. 이러한 현대 디지
털 기술의 보급은 무형유산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할 수
가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디지털화와 글로벌화가 가져오는 사회의 구조
적 변화에서 문화 수요의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과
정에서 무형유산의 존재 의미와 그 가치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대비를 하여
가는 것이 이 시점에서 강구하여야 할 숙제인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무형문화유산
인류의 모든 유산은 이제까지 유네스코나 각국의 기관들이 그 가치를 이해하
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특히 지난 수십년 동안은 무형유산의 가
치에 대한 재인식과 그 소멸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보존을 위해서 체계적이
고 다양한 노력을 하여왔다. 한국정부의 문화기관들도 선도적인 자세를 가지
고 실천의 방안으로서 유네스코와 함께 아태무형유산센터를 설립하고 또한
국립민속박물관이 『국제저널 무형유산(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을 지난 십여 년 동안 발간하여 세계에 각 국의 무형유산의 가치와
보존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을 해왔다.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사회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새로운 전
기를 맞고 있다. 특히 개발의 속도가 점차로 빨라지고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
고 있는 과정에서 무형유산은 사라지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문화의 다양성
이 요구되고, 이러한 다양성이 앞으로 전개될 세계가 안고 있는 인종 문제나
환경오염의 해결 수단 강구에 의미심장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힌트를 제공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
이다.

인류유산의 시공간을 초월한 보편적인 가치
무형유산들은 어떤 의미에서 유형유산보다도 훨씬 문화원형에 가까운 것이
라고 할 수도 있고 또한 유형유산에서 알 수 없는 역동성이나 숨겨져 있는 문
화인자들을 담고 있다고 해도 될 것이다. 왜냐하면 유형유산이 만들어지는 과
정에 대해서는 고고학자들도 추론하는 경우가 많고 남은 유형적 결과로서만
다루기 때문에, 인간의 감성이나 만들어지는 과정의 질적인 면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유형과 무형은 문화의 두 가지의 얼
굴이며 이 두 가지의 다른 형태는 상호보완적이거나 복합적일 때 문화의 이해
가 훨씬 깊어질 것이다. 무형유산은 사회변동에 상대적으로 취약하지만 현실
적인 수용성이 많다는 점이 현시점에서 특별한 가치를 둘 필요가 있다.
문화유산들이 인류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는 너무도 심원하여 대체로 그 진정
한 가치를 현실적으로 인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문화는 시대가 흐
르면서 누적되면서 발전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그 기원과 진화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또한 사회발전환경에 따라서는 사라지거나 그
효용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원형의 가치를 알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문화는
원래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완충적인 작용을 하도록 고안된

것이어서 다양한 문화 속에는 각 시대에 인간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들어 있다. 흔히 문화유산을 과거의 인간 삶의 정보로서 현대
에 맞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실제로 인류사의 전 기간을
통해서 인간 삶의 원리는 결국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유산이 가지는 미
래 가치는 인지하고 다시 그 활용성을 고민하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것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삶의 방식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 것은 모
두가 실감하는 일이다. 이 기술은 지구상의 인간 사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고 인간의 행위를 거대 패턴화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
소위 부드러운 감성 문화의 장르에서나 기술적인 통일성에서 글로벌 유행을
당연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BTS 예술이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불리워지

무형유산의 변용성과 다양성
유산 중에서 무형유산이 현재나 미래 세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만드는 근
본적인 가치는 그 다양성과 변용성에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환경에 따라서
각 사회가 자연과 사회의 도전을 풀어가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옷
을 만드는 전통기술을 생각하면 옷감을 만들고 재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기술요소와 방식이 있을 것이다. 환경에 적응하는 물질문화제작의 기술에서 각
문화마다 고유한 기술문화를 가지고 있고 인류 사회 전체를 본다면 엄청난 다양
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다양성은 문화적인 거대패턴(big pattern)
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집을 짓는 기술이 한국에서는 목조
기술, 중국에서는 벽돌조기술 서양에서는 석조기술 등으로 구별할 수도 있겠지
만 다양성은 무형유산을 실행하는 개인적인 취향과 창의적인 변용에 의해서 미
세다양성(micro-variability)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전통공연예술에서는 그러한 미세다양성을 볼 수가 있고 그 특성
을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다. 가야금 산조의 악보가 고정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가 AI 음악처럼 똑같이 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다. 연주마다 달라지는 것이고 상
황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무형문화
유산의 다양성이며 이 다양성이야말로 문화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절
대적인 미래가치를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고 있는 것이라든지 테슬라 전기차 기술이 전 세계를 매료하고 있는 것이 오
늘날 세상이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거대패턴의 바탕에는
시대적으로 공유하는 개인의 선호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가지고 온 부산물로서 인간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도 더 많은 시간을 개인적인 선택에 할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제는 자신
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폭이 결국 삶의 질을 결정하는 사회
가 곧 디지털 사회라고 할 수 있는 셈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앞으로 더욱 심
화될 사회변화는 곧 디지털리제이션 또는 인공지능사회, 그리고 글로벌화
(Globalization)는 필연적으로 개인화(Indivisualization)라는 현대문명의 진
행방향과 그 궤를 같이 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들은 스스로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고 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무형적 행위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다양한 것들이 필요한 근
거가 되는 셈이다. 무형문화유산이 가지는 다양성과 현실적 변용성은 디지털
시대의 개인적인 선택의 폭을 크게 확장시켜 줄 수 있는 소재가 된다. 오늘날
유튜브에서 수많은 아리랑이 있지만 각각 선호하는 것이 다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 내에서 문화에서의 다양성은 빅 패턴이든 마이크로 다양성이든
간에 증가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다양성을 어떻게 유의미하게 증가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각 사회별로

에 있어서 가장 혁신적인 지식-감성정보의 저장이 될 것이 틀림없으며, 입력

대두되는 것을 예견할 수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디지털 시대의 산업의 재편

과 활용이 자유로운 이 거대 포탈 플랫폼은 다양한 목적으로 새로운 문화창조

그리고 새로운 소비형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시대라는 점에서, 창의적인 지식

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동원하여 재구성한 무형유산의

의 습득과 감성적인 경험의 창출이라는 점에서 무형문화유산의 활용이 필요

현대판들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형유산자료로서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사

한 것이다. 디지털-글로벌 시대에 들어서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일자리

용되고 재창조될 수 있을 것이다.

감소 그리고 길어지는 라이프 사이클과 일하는 시간의 축소로 인한 레저 시간
의 확장에 각 사회가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과거의 문화의 모든 영역,
즉 생존을 위한 기술에서부터 엔터테인먼트에 이르는 영역들을 커버할 수 있
는 무형유산 활용법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기록과 보존 그리고 활용에 있어서 국제적인 협력
이러한 작업과정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남아 있다. 하나는 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과 그 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적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고, 다른 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디지털 기술

나는 지역 간의 자료의 불균형의 문제를 인류유산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극복
하여 갈 것인가이다. 첫 번째 문제는 결국 문화유산의 현대와 미래에 창의적

무형문화유산은 보존에 어려운 점이 문제였다. 사회적으로도 더이상 활용되

인 활용을 위한 가용될 수 있는 문화자원의 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는 점에서

지 않는 것들을 보존하는데 경제적인 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다분히 있었다.

문화학자들이 고민하여야 할 문제이다. 문화는 여러 가지의 문화 인자들의 복

물론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무형유산을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

합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인자들을 분리하여 쉽게 다른 조합으로 갈 수

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이 고도화됨

있도록 만들어 두는 것이 무형문화 속에 숨겨져 있는 효용성을 효율적으로 재

에 따라서 무형유산을 다양한 기법을 동원하여 기록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인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글로벌한 보편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터넷망을 통해서 전 지구상에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 인류의 무형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 나라마다 인류학이나 문화와 연관된 분야들의 많은

산에 대해서 엄청난 규모의 정밀한 기록이 디지털 공간에 존재하게 된 것이

전문가들이 동원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이는 바로 인문-문화인력의 활용

다. 이러한 거대한 무형유산자료의 집합은 인류사의 생생하고도 아름다운 기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결국 저개발국에서 사라지는 무형유산

록으로서 인류가 인간성을 지속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미래자원인 것이다.

의 보존을 국제적으로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문화유산이 인류의
보편유산으로서 유네스코가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류 공생의 차원에서

그동안 유형유산들은 박물관에 모여서 새로운 지적 구성을 해온 것이지만 앞

국제적으로 협력전략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많은 선진국들

으로 무형유산들이 이러한 글로벌 풀이 만들어지게 되면 창의산업들의 소재

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산업사회에서 사라지는 속도

로서 인류의 보편적인 자산이 될 것이고 각 박물관에 남은 유형자산들 보다도

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국제적인 협의와 결의가 필요한

훨씬 더 다이나믹한 활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것은 아마도 인류사

것이다. 이러한 작업의 당위성은 인류 전체의 문화적인 다양성 유지가 곧 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다른 시대, 즉 인류세(Anthropocene)를 열어

속가능을 높이는 첫걸음이며, 다른 지역의 무형유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

가면서 절대적으로 인간의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의 허점으로

이 국제적으로 제약될 수 없기 때문에 인류 보편적인 미래 자산으로서 저개발

무너질 수 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과거의 인류가 가지고 있던 지혜에

국의 무형유산 보존에 국제적인 노력이 배가되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서 앞으로 인류세를 헤쳐 나갈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은 다른 유산에 비해서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유형문화

유네스코와 무형유산의 활용전략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무형유산의 글로벌 풀을 만들어서 인류가 공유
하기 위해서는 유네스코 중심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
한 작업을 해내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훈련된 전문집단의 규모를 확대하고 또
한 저개발국의 젊은 전문가들을 양성하여 제시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는 전략이 필수적일 것이다. 유형유산, 즉 고고유산이나 건축유산 등에 비해
서 전 세계적으로 무형유산의 전문가 집단의 규모가 열세이고 또한 전문가들
의 관심이 자국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학술적인 진흥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학문적인 성과도출이 적다는 것은 이 분야의 잡지의 수효나 발표 논문
의 수 등에서 간단하게 확인될 수 있다. 많은 글로벌 인류학자들이 세계 곳곳
에서 작업을 하고 있지만 무형유산학이라는 주제로 접근하게 되는 경우는 대
단히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네스코 또는 관심 있는 국제기구들이
이러한 학술적인 국제협력을 진흥하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네스코가 선도적으로 각 선진국을 설득하여 지구공동체로서 활용
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전제조건일 것이다. 현재
한국에 설치되어 있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같은 각 지역의 센터들
이 하나의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형성하고 이러
한 인류 미래 자산을 더욱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가 각국의 정
부와 적극적인 논의를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의 이면에 숨은 것이 바로 무형문화유산이고 유산에 대해서 본질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인류 미래에 그 적응가치가 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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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 clues to find solutions to the racial issue and environmental
pollution that the world is facing now. That is why expanding such values of
ICH becomes a urgent task.
The new expectation in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lies in the
process of universalizing the technological merits of global society, namely,
technology of digital images and communication. The dissemination of
such a modern digital technology will be able to provide an efficient tool
in enhancing the value of ICH. On the other hand, it is thought that it is
required to change the direction of cultural demands in the structural change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Digital Era

of the society caused by digitization and globalization. In this process, what
we have to do here is exploring the meaning and the value of the existence of

UNESCO and institutions in each country have so far endeavored

ICH from a new viewpoint and responding to such changes.

to understand and preserve values of all kinds of human heritage. In
particular, since last several decades, they have recognized the valu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hereafter ICH) anew, warned of the danger
of its extinction and made various and systematic efforts to preserve it.

The Universal Value of Heritage of Humanity Beyond Time
and Space

As a part of such efforts, the cultural institutions of Korean government

In a certain sense, intangible heritage can be said to be much closer to the

led to establish 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original form of culture than tangible heritage is, or to contain unknow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dynamic features or hidden cultural factors in tangible heritage. Because

of UNESCO(ICHCAP) in cooperation with UNESCO, and the National

archaeologists often infer the production process of tangible heritage and deal

Folk Museum of Korea has published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only with the remaining tangible results, there are many cases that human

Heritage』 over the past decade to seek for ways to preserve the value of ICH

sensibility or the qualitative aspect of the creation process can not be figured

in each country around the world.

out. In that point,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are two faces of culture,
and when these two different types are complimentary or compositive,

In a rapidly-changing global society, th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ICH is taking a new turn. ICH is disappearing, particularly, in the process
of accelerating development and spreading it to large areas. Meanwhile,
cultural diversity is also demanded and such diversity is expected to provide

understanding of culture can be much more deepened. Intangible heritage is
relatively vulnerable to social changes, however, the special value is needed to
be placed on it in that it has practical, high receptivity at this time.

The meaning of cultural heritage in human society is so deep and

and masonry technology in the Western society but what the important

profound that its true value is not often perceived realistically. Because the

thing is that the diversity has micro-variability by each intangible heritage

culture has accumulated and developed as time goes by, it can be difficult to

practitioner’s aesthetic preference and creative transformation. As a familiar

understand its origin and the evolution process at some point. Also, according

example, such micro-variability can be seen i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to the social development environment, it disappears or its utility decreases

Each of the same performances can be distinguished by its characteristics.

remarkably, which makes it difficult to know the value of the origin form. The

Just because the scores of Gayageum Sanjo(Solo instrumental music by

culture was originally devised so as to play a buffering role between human

Gayageum, traditional Korean string instrument) are fixed, does not mean

and nature or between human and human so various cultures contain their

that every musician makes the same sounds like AI music does. Every

own ways to solve facing problems of human society in each period. The

performance is different whenever performed and the feelings may be

cultural heritage is usually thought to be inappropriate for modern era as

different depending on the situation. This is the diversity of ICH that anyone

information on human life of the past. However, the future value of cultural

can understand, and this diversity is what makes the culture have absolute

heritage will depend on the degree of understanding and consideration

future value for the sustainability of a society.

of its availability because the principles of human life are actually repeated
throughout the entire human history.

The Variability and Diversity of ICH

What Is Needed in the Digital Era
As digital technology has developed, everyone realizes that human life style
has been enormously changed and faces up to the fact that this technology

The fundamental values that make intangible heritage absolutely necessary

provides a tool to unite human societies around world into one, and hugely

for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can be said to be in its diversity and

patterns human behaviors. The global trend in the so-called soft emotional

variability. For instance, there may be many ways depending on the

cultural genre or technological unity is taken for granted. For example, songs

environment in which each society copes with natural and social challenges.

of BTS are sung all around the world and the electric vehicle technology of

Exemplifying traditional techniques for making clothes, there may be various

Tesla captivates the whole world. This is today’s world. Nevertheless, today,

skills and methods in weaving and sewing fabrics. In the technology for

such a big pattern formed in the modern society presupposes individuals’

producing material culture that adjusts to the environment, each society has

preferences shared by the times.

its own technological culture, which indicates huge diversity of the entire
human society. However, the diversity does not appear only in a cultural big

As a byproduct of digital technology development, humans can spend

pattern. In other words, the technology to build houses can be divided into

much more time in personal choices than ever before. The thing is, what

wooden building technology in Korea, brick building technology in China

we choose for our own sake? That is, it can be said that a society where the

range of choices eventually determines the quality of life is the very digital

tendency to be reluctant to make an economic investment in preserving

society. The social changes that we are facing and is going to be intensified

something that was no longer used socially. Of course, it can be seen that

in the future, namely, Digitization or AI society, and Globalization will

some countries make use of such intangible heritage as an important means

inevitably have parallels with heading direction of modern civilization called

to raise the sustainability of the society. But as digital technology develops,

‘Individualization’. This is because individuals instinctively try to find their

it makes it possible to record ICH though various techniques and to utilize

own values, and feel difficulty in enduring the repetition of the same things.

it around the world through the Internet network. Consequently, the large

These features provide not only an opportunity for intangible actions to

amount of precise records of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came to be

appear but also grounds that various things are necessary. The diversity and

preserved in the digital space. This enormous collection of materials on ICH

practical variability of ICH become materials to enable the range of personal

is vivid and beautiful records on human history and future resources that

choices in the digital era to be greatly expanded. Today, there are many

humans can realize their humanity continuously.

kinds of Arirang on YouTube but the preference on each is different. In other
words, the cultural diversity in a society, whether it is a big pattern or microvariability, requires to be increased.

Tangible heritage has been so far collected in museums and has been
organized as a new intellectual composition but if the pool of ICH is built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ICH will become universal assets of humanity as

However, it can be predicted that the question on how to relevantly

materials for creative industries and be made use of much more dynamically

increase the diversity will be raised in each society. In that today is an era

than tangible assets that remain in each museum. It is obvious that this will

that demands the industrial reorganization and new consumption-type job

become the most innovative storage of knowledge-sensitive information

creation corresponding to the digital era, the utilization of ICH is necessary

in human history, and this huge portal platform, which is free to input and

for acquiring creative knowledge and creating emotional experience. In

use, will be contributory to creating new culture for various purposes. In

the digital-global era, the best way for each society to respond to inevitable

particular, the modern version of intangible heritage reorganized by digital

job losses, and expansion of leisure time due to the prolonged life cycle and

technology can be used and recreated for various purposes as intangible

working hours reduction is to systematically develop the utilization methods

heritage materials of completely different level.

of ICH that can cover all cultural sectors in the past times, that is, from the
techniques for survival to entertainment.

The Digital Technology for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It was the problem that ICH was difficult to preserve. There was such a high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Documentation,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There still remain two problems in this work process. One is how to establish
measures for utilization and international criteria for establishing them, and

the other is how to overcome the imbalance of materials between regions
in terms of heritage of humanity. The former is a problem that cultural
scientists should address, in the sense that the available system of cultural
resources should be built for creative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in the
present and the future. Culture is composed of complexes of various, different
cultural factors, so by separating such factors so as to make them different
combination easily, the utility hidden in intangible heritage can be efficiently
recreated. This kind of work should be conducted with global universality
and, accordingly, many experts in the fields related with anthropology or
culture in each country are anticipated to require to be mobilized, which can
be said to be utilization of humanities-cultural human resources.
The latter is a problem, ultimately, on how to internationally defend
the preservation of ICH that is disappearing in underdeveloped countries.
UNESCO defines cultural heritage as universal heritage of humanity and, in
this respect, efforts to enhance international cooperative strategy are requested
in terms of human symbiosis. Even though many developed countries have
made lots of efforts so far, international discussions and resolutions are still
needed and will be in the future given that intangible heritage disappears
much more rapidly in the digital industrial society than ever before. The
justification of this work lies on which keeping the cultural diversity of the
entire human society is the first step to strengthen the sustainability, and use
of intangible heritages can not be restricted internationally even though it
belongs to other regions. That is why international efforts for preservation of
intangible heritage in underdeveloped countries as human universal future
resources should be redoubled.

UNESCO and Strategy for Utilizing IC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UNESCO-centered strategy in order to solve
above mentioned problems, to create a global pool of intangible heritage
and to share it together. And in order to accomplish these tasks, it will be
essential to establish a strategy to expand the size of trained expert groups in
developed countries, and to train young experts in underdeveloped countries
so that they can perform the assigned tasks. In addition, it is thought that
the academic promotion strategies are needed because the size of expert
groups of intangible heritage are inferior to that of tangible heritage such as
archaeological or architectural heritage worldwidely, and experts’ interest is
centered on their own nation. The low academic achievements can be easily
confirmed by the number of published journals or academic papers in this
field. Even though many worldwide anthropologists are carrying out tasks all
around the world, the access in the aspect of ICH studies is awfully limited. In
this sense, UNESCO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terested in this subject
have to agonize ways for promoting such academic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t would be a prerequisite that UNESCO leads to build a digital
platform that can be used as a global community, with persuading developed
countries. It is necessary that UNESCO makes great efforts to draw active
discussion with each government so that centers in each region, like ICHCAP
currently located in Korea, can create a platform able to share through a
single digital network and firmly build these future assets of humanity.
Opening up a completely different era, namely, the Anthropocene
that humans have never experienced, humans can fall down due to their
own weak points unless they unconditionally put their wisdom together.

Considering this point, we have to find the ways from the wisdom that
human has kept since the past to overcome through the Anthropocene in
the future. Having interest in ICH is not so long compared to that in other
heritage. However, it is the ICH that is hidden behind tangible culture and
it can provide the essential understanding of heritage, so ICH has great
adaptative value to the human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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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는 중대한 기로 앞에 서 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한 번도 내려지지
않은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는 국제 사회와 국가가 지금까지 이행
하는 데 실패했던 결정과 합의 사항을 개선해야 한다. 이 결정과 합의는 200809년 발발한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내린 결정을 포함하여 파리 기후변화 협정, 리
우 지구 정상회의, 무역 원조와 관련된 각종 확약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지켜
지지 않은 많은 약속으로 인해 각국 국민들과 지구는 위험에 처했고, 국가 내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 자체는 확실하다. 코로
나-19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직면하게 될 몇 가지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것을 코로나-19(COVID-19), 기후변화(Climate change),
지역사회 및 사회불안(Community and social unrest) 등 3중 위기라고 부른다.
비록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미래가 무엇을 가져올지 안
다. 그것이 바로 창의산업에 종사하는 장점이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
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중 위기 속에서도 이를 상대할 수 있는 다른 세 가지 C가 있다. 바로 문화
(Culture), 창의성(Creativity),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다. 이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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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를 사용하여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단계적 변화를

●

돌봄 노동자, 아동, 노인을 지원하다.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세계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면, 또는 그 목표 근처에 접근하

●

사업 관행을 바꾸다.

려면 문화의 힘에 기대서 마음과 행동을 바꿔야 한다. 과거 선조들의 지혜로부터

●

새로운 삶의 리듬과 방식을 보완하다.

통찰을 얻고, 모든 사람들의 창의성을 활용하여 혁신해야 한다. 또한 사람과 공

●

문화 간 대화를 촉진하고 다른 삶의 방식을 더 존중한다.

동체, 국가, 문화 간의 의사소통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고, 우리가 함
께 살아가기 위한 더 좋은 방식을 모색해서 궁극적으로는 세계적인 위기를 극복

이러한 패턴의 변화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답이다. 그러나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

해야 한다.

서는 먼저 과거를 봐야 한다. 과거 세대로부터 문화를 통해 전승된 지식과 역량
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바로 무형문화유산을 통해서 말이다.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리는 모든 선택의 근간이 왜
3C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3C를 활성화하기

코로나 대유행의 절정기 동안, 창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

위해서는 우리의 무형문화유산을 포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포럼이 너무나

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 코로나 대유행 초반에 창작자들은 연대감을 발휘했다.

중요한 것이다.) 기후가 변하고 공동체가 와해되며 불신이 확대되고 불안이 일상

2020년 3월에 밀라노, 파리, 상하이, 모스크바에서 디지털 패션쇼가 열렸으며,

화됨에 따라 우리는 더욱 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인류와 다

상황이 심각해질수록 텅 빈 공연장이 생기거나 스마트폰 앱의 활용이 높아졌다.

시 연결되어야 하고 문화의 힘을 이용하여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변화를 받아들여

이를 바탕으로 창의성이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었다. 필요에 의해

야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문명을 구할 새롭고 지속 가능한 관행을 채택해야

발명은 탄생한다. 즉, 예술가들이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 내도록 도왔다. 그들은

한다. 우리는 우리의 유산이 박물관, 혹은 어딘가 먼 곳에서 시작되거나 멈추는

우리가 지루함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소통을 장려했으며 봉쇄 기간 동안

것이 아니며 문화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우리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온라인으로 안드레아스 보첼리 콘서

경험하고, 형태를 바꾸어 가며 끊임없이 창조한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

트와 웨스트엔드 쇼를 온라인으로 관람했고, 크리스 마틴이 거실에서 세계 관객

고, 책을 읽고, 저녁을 함께 먹거나, 하누카(유대인 명절)나 이드(이슬람교 축제),

들에게 노래를 불렀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 메라키라는 밴드 멤버들이 지붕 위

그리고 크리스마스와 같은 기념일에 지켜지는 다양한 의식들 모두 살아 숨쉬는

에서 '홈 콘서트'를 스트리밍하며 랜선 공연을 개최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창

문화유산이다. 그리고 문화유산과 그 다양성의 힘이 우리가 앞으로 계획에 반드

작자들과 예술가들은 두 가지를 보여주었다: 1. 창의성은 우리를 인간답게 하고,

시 필요하다.

2. 문화는 위기 대응의 최고 수단이다. 이를 통해 세계 전역에서 다양한 예술가들
과 창작자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그림을 그리고, 제작하고, 연기하는 것을 통해

●

이상 기후변화를 대응하다.

●

기후 난민을 환영하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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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현황
UNCTAD는 창의산업 종사자들이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계속 관찰해
왔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 창조경제에 경제적 가치를 매핑하는 작업을 해왔다.
그러나 무형의 자산을 다루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불완전한 과학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문화에 대한 정량적 접근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상품과 서비스
의 교역을 통해 알 수 있다. 상업적, 문화적 가치를 모두 보아야 정책이 입안되고
투자가 조성되며 무역이 개선됨으로 더 나은 환경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생산
자, 소비자 및 공동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코로나-19 이전 세계 문화산업의 GDP 기여도는 3%(EY, 유네스코, 2015)에서
5%(WIPO, 2020) 사이였으며, 종종 농업과 같은 전통 분야를 능가했다. 유네스
코는 문화상품 수출액이 2005년 1,320억 달러에서 2019년 2,710억 달러로 2배
가량 증가했으며 2018년 2,500억 달러보다 200억 달러가 증가했다(유네스코,
2018)이다. 글로벌 창조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약 3천만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서 더욱 급증하고 있다. 또한 창조경제는 청년들의 공간이
기도 하다. 창의산업 종사자의 20%가 15~29세로 타 업종보다 많다. 또한 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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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인간의 창의성과 아이디어, IP, 지식, 기술 사이의 상호작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창의산업은 건축에서 가구 생산,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 예술,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다. 급속한 기술 변화에 힘입어 산업이 성
장함에 따라,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 영향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는 오렌지 경제의 일상적인 혜택을 입고
있다.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창조경제는 GDP에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
예, 게임, 패션, 가구 등 다양한 하위 부문에 14.3%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또
한 창의적인 상품, 특히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그 어
느 때보다도 크다.
다시 돌아가서, 앞에서 언급한 3중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
가. 문화를 통한 행동 변화를 유도
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창의성과 혁신의 활용
다. 실제 행동을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의 재구성

가. 문화를 통한 행동 변화를 유도

산업 직군에서 여성은 동등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창의산업 직군의
45%를 점유하고 있다(유네스코, 2018). 올해는 세계 창조경제의 해이기도 하며,

유산은 역사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과 행동과 실천 속에 매우

창조경제 이슈를 글로벌 개발 어젠다(Global Development Agenda)의 핵심으

살아있다. 무형문화유산은 창의산업의 원동력 중 하나이며 우리의 인식과 행위

로 둘 수 있는 중대한 순간이기도 하다.

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을 바
꿔야 한다. 또한 더욱 결속력 있는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을

창조경제는 무엇인가? 만약 사람들이 디지털 신문을 읽거나, 비디오 스트리머를

바꿔야 한다. 플라스틱병을 재활용하고 더 순환적인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

구독하거나, 지역 영화관에 가거나, 온라인이나 쇼핑몰에서 옷이나 가구를 구입

운 문화가 필요하다. 연극에서 TV 쇼와 시트콤에 이르기까지 문화 프로그래밍은

하거나, 책을 읽거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듣거나, 팟캐스트나 LP를 집에서

이러한 변화를 촉진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시트콤 <윌과 그레

소비한다면, 이것은 창의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이다. 오늘날 창조

이스>를 통해 국민의 정서가 바뀌어 미국에서 동성애 혐오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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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 어린 시절부터 필자는 러브 라이프라는 연극을 보며 HIV/에이즈에 대한

데 힘써야 한다. 또한 창의성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 의제 하에서 기존 과

이해와 관점이 형성되었고, 스스로 안전한 성생활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 생

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창의산업을 지원책으로 삼아 기

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사진은 사람들에게 행동을 하도록 영감을 줄

후위기를 타개하고, 청정산업화 및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데 하나의 핵심 열쇠로

수 있다. 최근 EU 사업으로 진행된 사진 전시에 참가한 학생 사진작가들의 작품

사용하면 된다. 지속가능성은 더 친환경적인 녹색 산업 그 이상으로, 지속 가능

이 인상 깊다. 그들은 노비사드 외곽에 사는 로마 소수민족의 실상을 폭로했다.

한 성장, 개발, 일자리 및 지역사회를 의미한다. 여기에도 창의산업이 많은 도움

그리고 영화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음악은 사람들을 모으고 공감을 불러일으킬

을 줄 수 있다. 이 분야에 투자하고 다각화함으로써,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새로

수 있다. 또한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의 기후를 위한 학교 시위는 하나

운 서비스와 제품을 통해 상품 의존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

의 문화적인 운동이다. 이것도 무형문화유산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정신에서

우 기술, 게임 및 음악 산업을 국내총생산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예술가, 활동가, 혁신가 및 교육자를 활용하여 문화
적 실천과 순간을 활용하여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 공동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 변화의 언어를 통해서 더 세분화되고 높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이것이
무형문화유산이 매우 중요한 이유이다.

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창의성과 혁신의 활용

다. 실제 행동을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의 재구성
의사소통을 통해 행동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구전 역사를 활용하여 돌파구적
인 커뮤니케이션을 새롭게 재형성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야 한다. 가짜 뉴스
는 우리의 과학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저해하고 있다. 문화 기관, 창작자, 마
케터, 언론인, 음악가, 인플루언서 및 예술가들은 가짜 뉴스에 반대하는 입장을

모든 과학, 기술, 혁신 활동에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 마인드가 내재되어 있다.

갖고 실제 행동을 취하자는 캠페인에 참여하여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

최근 의류 브랜드인 파타고니아가 스타트업과 파트너십을 맺어 폐어망을 재활용

가 소통하는 방식과 정보의 제공 및 전달되는 방식을 재편하여 사람들을 행동하

하여 새로운 라인의 직물로 재탄생시켰다. 이는 과학, 기술, 혁신, 패션 및 비즈니

고 참여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확실하고 사실적인 정보가 필

스 관행의 변화가 모두 하나로 합쳐진 것이며, 이 모든 것이 커다란 글로벌 문제

요하다. 잘못된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포

인 어업 그물에 대해 창의성을 발휘해서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만든 것이다. 어

용해야 한다. 좋은 의사소통은 아직 과거의 유물이 아니다. 생각과 행동을 바꾸

구는 매년 1,200만 톤의 플라스틱 중 대략 10%를 차지한다. 버려진 그물, 낚싯

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이 과거에도 있어왔다. 오존층을 줄이기 위한 프레

줄, 밧줄이 태평양 쓰레기 섬의 약 46%를 차지한다. 따라서 전통산업이 쇠퇴하

온 가스 사용 저지 캠페인은 한 가지 예에 불과하다. 하지만 가짜 뉴스의 시대에,

고 무역패턴이 바뀌며 디지털 변혁이 본격화되면서 창의산업이 중추적인 역할

우리의 유산, 구술 역사, 새로운 문화적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여 과학적이고

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원하는 국가는 창조경제 하

비판적인 사고력을 가짐과 동시에 위기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강력하게

위 부문에서 자국의 인재와 기술을 활용해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를 높이는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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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지금 당장은 당신이 하는 일이 3C에 대응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문화, 창의성, 커뮤
니케이션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고정관념을 깨고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아마
느끼고 있지 않지만, 무언가를 하고 있을 것이다. 행사에 참석하든, 돈을 모으든,

The Role of Culture and Creativity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Humankind
- The triple emergency of the 3Cs and how to counter them with
culture, creativity, and communications -

아티스트를 지원하든, 평판이 좋은 신문을 구입하든, 좋은 온라인 콘텐츠를 지원
및 공유하든, 프로덕션을 진행하든, 지속 가능한 혁신을 추구하는 훌륭한 스타트
업을 촉진하든, 여러분은 변화를 만들고 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격려한다면, 네트워크 효과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상호적이

Amy-Louise Shelver
Creative economy expert and Communications Officer, UNCTAD

고 필요한 여정을 증폭시킬 것이다. 우리 모두가 문화라는 멋진 도구를 통해 자
신의 무형문화유산과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와 창의성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The world is at a critical juncture. We need to make and take global decisions
that have not been taken since the Second World War. We also need to make
good on decisions and agreement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nations
have failed to deliver on to date. The promises include those made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09, the Paris Agreement, the Rio Earth Summit,
and several commitments around Aid For Trade that have gone unmet. These
failed vows have left people and the planet in peril, and the most vulnerable
increasingly so, as inequality within and between nations rises. We know we
cannot go on like this. That much is clear. And the COVID19 crisis is just the
beginning of several that we will face on a global and human level. I am calling
this a “triple emergency of the three Cs”: COVID19, climate change, and
community and social unrest. But I don’t want to be dark. We all know what the
future will bring, even if we do not want to face it. That’s the wonder of working
on and in the creative industries, we see things others people do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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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e extreme weather events

help counter the first three. They are: Culture, creativity and communication.

• welcome climate refugees

This is what I would like to talk to you about today: how to truly use these three

• support caregivers, children and the elderly

tools to generate the step change that is needed to actually achieve sustainable

• change business practices

development for humankind. If we are to score the global goals, or come

• figure out new rhythms and ways of being

anywhere near them, we need to lean on the power of culture to change minds

• promote intercultural dialogue and be more respectful of other ways of life.

and behaviours. We need to harness the creativity of all people everywhere to
innovate and draw on ancient wisdom – intangible but irreplaceable. And we

These pattern changes are the answer to our future. But to implement

need to work hard to improve communications between people, communities,

them we must turn to the past. And draw on the wealth of knowledge and skills

countries and cultures to find better ways of working together to solve what will

that is transmitted through culture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Intangible

undoubtedly be global crises.

cultural heritage.

I’d like to talk to you about these 3C’s and why they are the cornerstone

During the height of the pandemic artists and people in the creative

of the choices we must make if we are to embrace sustainable development on

industries showed us how we should do this. Early on in the pandemic creatives

a global scale. To activate the 3C’s we need to embrace our intangible cultural

drove solidarity. Starting in March with digital fashion shows in Milan, Paris,

heritage – and that is why this conference is also critical right now. As the

Shanghai and Moscow. As the crisis escalated it moved to empty concert halls

climate changes, communities fray, mistrust expands, and unrest becomes more

and onto apps. Then ultimately on to the couch and in the living room. Creativity

common, we need to go back to basics. We must reconnect with our humanity

– in all its wonder. They say necessity is the mother of invention – our artists

and use the power of culture to embrace the changes we need to make and adopt

helped us reinvent a new way of being together-apart. They helped us stave off

new, sustainable practices that will ultimately save our civilization. We know that

boredom, encouraged connection and kept us entertained during the lockdowns.

our heritage does not start or stop at a museum, or some faraway site, and that

I remember watching an Andreas Bocelli concert and a West End show online,

culture has power. We live it, experience it, re-shape it and create it constantly.

and then Chris Martin in his living room singing to a global audience, and then

Our stories, practices, rituals – the daily ones like taking children to school,

watching my South African friends in their band Meraki, perform on their roof

reading books, eating dinner together, or observations such as Hannukah or Eid

to neighbours while streaming their “home concert”. In the process these creative

or Christmas – are cultural heritage in motion. And we need cultural heritage

people and artists showed us two things: 1. creativity makes us human, and 2.

and the power of its diversity to map out how we will

culture is how we respond in a crisis. The human spirit is indomitable. No more
so was this more evident than in our global cohort of artists and creatives signing,
dancing, painting, producing, and acting as a balm to the burning pain of is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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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QUO: CREATIVE ECONOMY
UNCTAD has been tracking the response of the creative industries to
COVID-19. But for more than 20 years we’ve also been mapping the economic
value of the creative economy. For many that deal with intangibles, this can seem
like an incomplete science. Counting culture. How do you do that? Well, you
measure the trade in goods and services. And it is critical that we try to “count
culture” and track its impact – both its commercial and cultural value – so we
can influence policy and drive investment, improve trade and create a better
enabling environment so both the social and economic impacts can be felt by
producers, consumers and communities.
So, what do we know about the creative economy? We know that the
global GDP contribution – pre-COVID19 was between 3% (EY, UNESCO, 2015)
and 5% (WIPO, 2020), often outperforming more traditional sectors such as
agriculture. UNESCO is about to release new data which shows the exports of
cultural goods doubled in value from $132 billion in 2005 to reach $271 billion
in 2019, which is up 20 billion on the $250-billion figure of 2018 (UNESCO,
2018). The global creative economy employs about 30 million people worldwide
and it is growing with digital transformation. The creative economy is also a
place for young people. 20% of people employed in the creative industries are
aged 15−29, more than in any other sectors. UNESCO also notes that women
have a more equal hold on creative jobs, seizing 45% of the creative occupations
worldwide (UNESCO, 2018). This year is also the International Year of Creative

The Age of Convergence and Creativity, Challenges of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ut what is the creative economy? If you read a digital newspaper or buy
your broadcasts from a news stand, subscribe to a video streamer or go to your
local cinema, buy clothes or furniture online or in a mall, read a book or listen
to a music streaming service, or podcasts or an LP at home, you are consuming
a creative product or service. Today, the creative economy is intimately bound
with the interplay between human creativity and ideas and IP, knowledge
and technology. The creatives industries include everything from architecture
to furniture production, computer games to software, art to design. As they
industries grow, underpinned by rapid technological chang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how they are doing so and what the impact is. For example,
Indonesia reaps the benefits of the orange economy daily. Their latest data shows
the creative economy contributes 7.4% to its GDP. It also employs 14.3% of its
workforce in various sub-sectors from craft to gaming, fashion to furniture. The
demand for creative goods, and more specifically, services – delivered digitally –
has never been greater than right now.
Now back to the three things. To counter our triple emergency, we can:
a. Use culture to drive behavioural change
b. Harness creativity and innovation to create a future that is sustainable
c. Reshape global communications and the media machine to inspire
action

a. Using culture to drive behavioural change

Economy, and a critical moment to put creative economy issue front and centre

Heritage is not history. It is very much alive in our daily thoughts, actions and

on the Global Development Agenda.

practice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one of the driving forces in the creative
industry and indeed shapes our perceptions and behaviours. If we want to
combat climate change, we must change our behaviour. If we want to bu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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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cohesive communities as we become more globalized and ironically

which took creativity to find a sustainable solution to a big global problem:

more polarized, we must change our behaviour. Recycling plastic bottles and

fishing nets. Fishing gear accounts for roughly 10% of the 12 million tons of

lobbying for more circular practices requires a new culture of doing so. Cultural

plastic end up in our seas every year. Discarded nets, lines, and ropes make up

programming – from theatre to TV shows and sitcoms – has the power to

about 46% of the Great Pacific Garbage Patch. As traditional industry goes into

stimulate this change. It’s been proven for example that the American sitcom

decline, trade patterns shift, and digital transformation takes hold, the creative

Will and Grace help shift the national needle and reduce homophobia in the

industries are likely to play a central and growing role. Countries that want better

United States. I remember from my own childhood the impact of a theatre

prospects for their people should work to leverage their local talent and skills

activations called LoveLife how it shaped my understanding of HIV/ Aids and

in sub-sectors of the creative economy to increase GDP contributions. They

my own personal safe sex practices. Photography can inspire people to action. I

can also harness creativity to find new solutions to existing challenges under

was recently moved by student photographers exhibiting on an EU programm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This means using the creative industries

who documented the plight of the Roma living outside of Novi Sad. Film can

as allies to tackle the climate crisis, drive clean industrialization, and innovate

highlight misunderstood situations. Music can bring people together and

through technology. Sustainability is more about more than greener and cleaner

generate empathy. The same can be achieved today. Greta Thunberg’s School

industries and buildings, it is also about sustainable growth, development,

Strike for Climate IS a cultural movement. But we can get more granular and

jobs and communities. The creative industries can help here too. For example

high impact at the local level by leveraging artists, creatives, activists, innovators

by investing and diversifying in these areas, developing nations in particular

and educators to actively drive change using cultural practices and moments and

can potentially escape the commodity dependence trap through new services

speak to them in a language of cultural change they understand. This is where

and products. Indonesia, for example, is betting on its tech, gaming and music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so important.

industries as turkey subsectors for GDP growth.

b. H arnessing creativity and innovation to create a future that is

c. Reshaping communications to inspire action

sustainable

Finally, we need to tap our oral histories to find new ways of generating

Then there is the inherent role of creative thinking and the problem-solving

breakthrough communications to change people’s minds – so we can have the

mindset that must be embedded in all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cultural change we spoke about in 1. Fake news is killing our scientific inquiry

activities for them to tackle our triple Cs. I recently saw that Patagonia, the

and our ability to think clearly. Cultural institutions, creatives, marketers,

jacket makers, have partnered with a start-up that’s recycling old fishing nets

journalists, musicians, influencers and artists can play a major role in not

to turn into fabric for a new line they are producing. That’s science, technology,

only countering fake news, but actually being part of campaigns that inspire

innovation, fashion and a change of business practice all in one – and all of

us to take action on our 3Cs and their impacts. We must reshape the way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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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e and the way information is being relayed so that it drives people
to take action and become involved. But for this we need solid, true and factual
information. We need to counter misinformation and also embrace a culture

4차 산업혁명시대, 창의산업과 무형문화유산

of critical thinking and inquiry. Good communication is not a relic of the past
quite yet. We have a great history of using communications campaigns to change

이수성
롤랜드버거 서울사무소 대표

minds and drive action. The CFCs campaign to shrink the Ozone layer is but
one example. But in the age of fake news, we can use our heritage, oral history,
novel cultural ways of communicating to both reinvigorate scientific rigour while
making it palatable and cool to be future proofing ourselves in the face of crises.
So let’s think about what you can do. Right now you may not think
the work you do counters the 3Cs but I challenge you to think out of the
box about the way your work uses culture, creativity and communications
to drive sustainable development. Maybe you are not feeling it, but you are

4차 산업혁명은 한 마디로 ‘이미 와 있는 미래’다. 스마트 공장과 기계, 사물 인터
넷(IoT), 협업 로봇(cobot), 3D 테크놀로지 등 새로운 차원의 생산성 향상을 위
한 기술이 산업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고, 선도 기업들은 이미 이들을 활용한
파일럿(pilot)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 많은 기업과 개인이 여전히 3차 산업혁

doing something. Whether you attend an event, raise money, support an artist,

명의 패러다임 안에 갇혀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3차 산업혁명을 통해 경험한 혁

buy a reputable newspaper, support and share good online content, put on a

명적인 생산성 향상의 패러다임이 수명을 다했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었다.

production, promote great start-ups pursuing sustainable innovation – YOU are
making a difference. If you encourage others to do the same, the network effects

3차 산업혁명의 제조업 경제 원리는 대량생산에 기초한 원가 및 가격 경쟁력의

will amplify our mutual and necessary journey to sustainable development. I

확보에 기초하고 있으나 90년대 이후의 선진국 제조업은 투하된 자본에 비해 수

ask you to think about what you can do for culture and creativity drawing on

익성과 매출이 크게 성장하지 않았으며, 투자에 의해 형성된 자산은 유연성이 매

your own intangible heritages and experiences and intensify them so that what is

우 떨어져 ROCE(Return on Capital Employed, 자본이익률)가 급격히 하락한

counter becomes mainstream through this wonderful tool that we all have called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프랑스 등 일부 선진 국가에서는 제조업에 투자된

culture.

자본이 감가상각에도 미치지 못해 탈산업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실은 3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이 수명을 다했으며 또 다른 차원의 생
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혁명의 필요성을 반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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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제조업 역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삼성, 현대, LG, SK 등 대한

법에 초점을 맞췄다. 롤랜드버거는 지금이라도 한국이 4차 산업혁명에서 많이

민국의 대표 기업은 모두 제조업 기반인 데다 선진국 집단인 G7에 비해 제조업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뼈를 깎는 캐치 업(catch-up) 전략을 추구해

비중이 3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으면서도 과거만큼 국가의 고용 및 성장에

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실 캐치 업 전략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동안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넓은 만큼 혁명

한국이 빠른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캐치 업 전략을 통한 추격과 역

적 패러다임 변화에 잘 대응하지 못할 경우 큰 타격을 받을 것은 분명하다.

전이 제대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은 4차 산업혁명 대비에 한발 늦었다. 4차 산업혁명의

하지만 분야에 따라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기술도 있고, 자체 개발보다 이미 있

기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클라우드 등의

는 선진 기술을 이용료를 내고 빌려오는 게 더 경제적인 기술도 있는 만큼, 무조

기술 수준 차이는 선진 국가들과 상당한 차이로 벌어졌다. 정부 차원에서의 관심

건적인 캐치 업 전략보다는 보다 효율적인 분야에 1차적인 초점을 맞출 필요가

도 2015년에 들어서 비로소 처음 생겼다. 4차 산업혁명의 선도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롤랜드버거는 바로 빅데이터(Big Data)가 그 핵심이 될 수 있다고 파악했

있는 독일이 2010년, 미국이 2011년부터 준비를 해왔다는 점과 비교하면 상당

다. 롤랜드버거 부회장이자 롤랜드버거 아시아태평양 대표인 드니 드푸(Denis

히 뒤늦은 편이다. 심지어 2014년에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프로젝트’를 가동

Depoux)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 중국에 비해서도 정부 차원의 대비가 뒤처졌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빅데이터는 ‘새로운 자본(new capital)’이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야 할까? 많은 나라들에서 국가

다. 빅데이터를 잡는 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가 되고 있

가 나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정책을 주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각 나라

다. 자본 투자가 가장 중요했던 과거 산업혁명 시대와 달리 이제는 빅

가 처한 산업 현실과 이슈들의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실행을 위한 원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자본이 됐다. 한국과 같은 나라에 4차 산업혁명

칙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원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

은 리셋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라처럼 일자리 문제가 사회 및 정치 현안의 최우선 과제인 경우 스마트 공장과

그래서 더더욱 빅데이터가 중요하다. 빅데이터는 빅데이터를 무기로

관련된 인더스트리 4.0 솔루션의 콘셉트를 무인화(replacement)보다는 보인화

나날이 발전하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하여 모든 산업에 새로운 지평을

(Augmentation)로 잡는 등의 지혜가 필요하다.

열 수 있다. ”

2017년 1월부터 롤랜드버거는 매일경제신문과 함께 그동안 전 세계의 산업 현

또 빅데이터는 여태 없던 새로운 직업도 만들어낸다. 데이터를 가공하고 처리하

장에서 쌓아온 노하우와 핵심 역량을 총동원하여 《제2 한국보고서》 프로젝트 작

고 분석하는 수많은 직업이 새로 탄생할 전망인데, 여기에는 언어의 장벽이 있는

업을 진행해왔다. 일종의 국가 컨설팅인 셈인데,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의 생존

것도 아니므로 국경의 의미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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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빅데이터에서 승부를 보기 위해선 규제 개선과 정보 보안 강화라는 두 마
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한다. 많은 규제 때문에 데이터가 있어도 빅데이터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얼핏 보면 데이터 개방과 정보 보안은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reative Industry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상충되는 가치인 것 같지만, 그런 안이한 판단이 혁신을 가로막는다. 어떤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어떤 민감 정보를 보호해야 하는지를 판단해, 이를 미세하게

Soosung Lee
Managing Director of Roland Berger’s Seoul Office

조정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대책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이에 4차 산업혁명을 연결해서 창의산업을 생각해볼 수 있다. 창의산업은 경제
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집적도에도 높은 가치를 창출하고, 자본효율
성(ROCE)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더스트리 4.0 산업이다. 이러한 창의

Shortly speak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the future that is already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것은 무형문화유산이 될 수 있다. 자본효율성을 극대

here.' Discussions on new technologies such as smart factories and machines,

화하려면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서 이익률이 극대화되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

IoT, cobots, or 3D are undergoing actively within industries that are exploring

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인더스트리 4.0 솔루션이고, 이를 기반으로 무

to level up productivity to a new dimension. And some advanced companies are

형문화유산의 콘텐츠를 통해 가치화를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already running projects using those technologies. But it is also true that many
companies and individuals are still stuck in the paradigm of the third industrial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창의산업 등 새로운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revolution while there is a common understanding among them that the

미래를 구체적으로 조망하고, 경쟁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활용

paradigm of the productivity increase by the third revolution has come near the

한 콘텐츠와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

end of its life span.
The economic principle of manufacturing by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is based on assuring the cost and price competitiveness through mass
production. However, since 1990s, the manufacturing in advanced countries has
not grown much in terms of profits and sales, compared to the invested capital, as
was affirmed. Moreover the assets formed by investment have lost much of their
flexibility and hence ROCE (Return on Capital Employed) drastically dropped.
In some countries like France manufacturing failed to earn even the depreciation
expense, so deindustrialization is seriously undergoing. This proves the ver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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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depletion of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paradigm, and counter-argues
about the need of another industrial revolution for a level-up of productivity.

The Age of Convergence and Creativity, Challenges of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ince January 2017, the company Roland Berger Strategy Consultants put
its utmost know-hows and core capacity in the 'The 2nd Korea Report' project
that was collaborated with Maeil Business Newspaper. As a sort of national level

Manufacturing in Korea is also facing serious challenges. Flagships

consulting the project put focus on the survival strategy of Korea in the era of the

companies such as Samsung, Hyundai, LG, and SK are all manufacturing based.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oland Berger suggested that Korea should accept

The portion of their manufacturing is 30% higher than that of G7 countries.

the fact that it's pretty much lagged behind in the race and therefore seek bone-

Moreover, as a matter of fact, their contribution to national employment or

cracking catch-up strategies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fact, catch-

growth does not reach the level they used to. If they do not well respond to this

up strategies are not new to us in Korea. The rapid economic growth of Korea so

revolutionary paradigm shift the resulting damage to them would be as great as

far was achieved through the timely managed phases of chasing and reversing

the overwhelmingly higher portion of their manufacturing base.

according to catch-up strategies.

Unfortunately Korea is a step behind in preparing for the fourth industrial

There are some technologies impossible for Korea to catch up and some

revolution. In so-called fundamental industry 4.0 technologies, such AI, IoT, 3D

others economically wiser to borrow paying royalty rather than develop from

printing, and Cloud, Korea substantially lags behind with a long distance ahead

scratch. So, the primary emphasis should be given to the areas where higher

to catch up. Interests at the government level were first shown in 2015, which

efficiency is expected instead of unconditional overall catch-up strategies. Roland

was quite late compared to either in Germany or the USA where the government

Berger found out the core potential of Korea lying at big data. The vice-president

level initiatives began from 2010 and 2011 respectively. Even China started the

and head of Roland Berger Asia-Pacific Denis Depoux said:

operation named 'Made-in-China 2025 project" in 2014 at the government level.
“Big data in the era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a 'new capital.'
Then how should Korea react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many

The economic structure is turning unavoidably to benefit the company

countries the polic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led by governments.

holding big data. Unlike the past industry revolution where capital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set up principles and priorities for

investment was most important, now is the time when big data is the

implementation according to the national industry conditions and issues. For

most important capital. To countries like Korea the fourth industrial

example, for Korea whose employment issue is at the top priority of socio-plitical

revolution can become both a risk and an opportunity to reset its

agenda the industry 4.0 solutions for smart factory may be better conceptualized

system. So big data is much more important. Big data can open a new

in terms of replacement rather than augmentation.

horizon to all industries, including the daily growing big data-loaded
AI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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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big data creates new jobs. Countless new jobs of data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are expected to emerge anew which flow beyond language
barriers and hence national borders.

신 과학기술과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

For Korea to win the race for big data it should catch two rabbits at once:

마릴레나 알리비자투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대학교 고고학연구소

one is to improve regulations and the other to strengthen the information
security. In fact, due to regulations many data are blocked from turning to
big data in Korea. A quick sight of data opening may show a collision with
information security. But such a simple perception would block innovation. So
it is necessary to judge which data to publicize and which to protect, and then
closely and delicately coordinate to improve regulations accordingly.
In the same note, we can think of creative industries in terms of the fourth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있어왔던 논의들은 유산의 상실을 막기 위한 ‘보호 불안’이
라는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유산을 연구하는 학자 드 실
비와 해리슨은 ‘…위기와 위험 인식이 유산의 가치 생산에 기초가 되고 실천의

industrial revolution. Creative businesses are the representative industry 4.0

동기유발 요인이다’(2020)라고 설명하였다. ‘보호 불안’ 에 대해 하프스타인 교

that can produce a higher value and maximize ROCE with relatively low capital

수는 ‘무형문화유산 파괴위기의 임박성은 영원한 것 같다’(2018)고 주장한다. 자

accumulati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an become the base of such creative

주 인용되는 위협요인에는 사회·생물물리학적인 요인들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industries. Maximizing capital efficiency requires maximizing profits from

세계화, 사회변형, 전쟁, 기후변화,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포함된다.

selling products or services. Industry 4.0 is a precondition to make it happen.

‘보호불안’과 함께, 문화전통을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식하려는 정부·문화기관의

Based on this conditi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tents will produce

행동은 많은 연구자들의 검증을 받았고 그 결과 권위주의, 국가주의, 신자유주의

economic values.

가 얽혀있다는 설명이 강조되어왔다.

In order to preoccupy a new industry including creative industries we
have to see their future in clear perspectives and then develop and implement
the contents and the business model based on competitiv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미래 세대를 위해 기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문서화 프로그램을 통해 국
내·국제목록에 등재한다는 것은 ‘보호 불안’의 대표적인 선언으로 볼 수 있다. 그
러나 기록과 문서화를 위한 모든 과정은 정지된 표현을 만들어낼 수 밖에 없고,
사람들이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실천하는 시간의 순간을 캡쳐하여 보여주어야 한
다. 또한 그 지식과 실천은 과거의 시간 안에서도 확고하게 맥락화되어 있어야
한다. 나는 (특히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하는) 문화적 문서화를 열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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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주요동기가 되어 지식과 실천

협동 연구과제이다. 그 목적은 확장가능한 개방 온라인 플랫폼을 생성하여, 그

을 무형문화유산으로 정의내리는 과정이 추진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내부에 인지적 차원뿐 아니라 구현/모터 차원의 학습도 촉진하려는 목적을 둔 가

의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미래를 전망하려는 이유가 추진력이 되어야한다.

상학습환경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이중의 기술과제가 있
다. 한편으로는 신기술도구와 센서를 사용하여 몸의 움직임, 발성, 안면 인식 등

초기 무형문화유산 연구에서 나는 ‘삭제의 정치학(the politics of erasure)’ 관점

무형문화유산 표현의 다양한 측면을 포착하려 한다(Pozzi et al. 2015). 다른 한

에서 비영구성, 변화, 변형은 문화유산의 중요한 가치라고 주장하는 이론을 제시

편으로는 이 데이터를 의미론적으로 분석하여 그 데이터가 플랫폼을 통해 다양

하였다. 이 주장은 헤라클리투스의 ‘모든 것은 흘러가고, 하나도 머물러 있지 않

한 양식으로 활용가능해지게 하는 것이다. 이 플랫폼은 5개의 독자적이지만 상

는다(panta rhel, ouden menei)’는 생각에 잘 요약되어 있고 불교철학과 일본의

호연관된 기술기능으로 구성된다. 그 기능은 참여한 파트너 기관의 연구 전문성

비영구성 mujo 개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한 비영구성 이론의 틀을 무형

이 만들어낸 결과물로서 1) 디지털 저장소(Digital Repository) 2) 학습관리시스

문화유산에 적용하면 ‘생명 주기 접근’을 주장하게 된다. 이 관점에 따르면 모든

템 LMS 코스 3) 교수방법 기획자(Pedagotical Planner) 4) 3D 감각운동 학습게

살아있는 생명처럼 문화유산도 출생, 성장, 변화, 퇴화, 죽음, 소생의 과정을 따를

임(Sensorimotor Learning Games) 5) 텍스트-노래 전환 합성(Text-to-Song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은 ‘정지된’ 것이 아니라 ‘유동의 상태’에 있고 항상 ‘변화

Synthesis) 이다.

의 과정’ 에 있는 것이다.
시작부터 이 연구팀은 인간 활동의 구체적인 측면을 포착하는 기술적 감지기를
이 ‘변화의 과정’이란 틀 안에서 무형문화유산을 정지되었거나 위험에 처한 지식

병합하게 되어있었다. 춤, 전통공예, 노래 분야의 구체적인 문화적 표현만을 조

과 실천으로 보지는 않는다. 실제로 이 포럼의 주제 ‘융합과 창의’는 우리가 ‘보

사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호 불안’이 아니라 변화와 변형의 프리즘으로 무형문화유산을 다시 생각해보기
를 요청한다. 지금부터 나의 발표는 다양한 신디지털 기술이 새로운 형태의 무

프로젝트 전체에서 핵심적인 과제는 그 플랫폼을 폭넓은 사용자들에게 접근 가

형문화유산 보호활동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 예술적·과학적 실험과 공동체

능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대중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 접근은 개방되었

행동을 어떻게 생성해낼 것인지로 이어갈 것이다.

고, 문화유산 실천자와 교육자, 그리고 연구자들과 긴밀한 유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렇게 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 세팅과 가상의 공간에서 일련의

아이 트레저(i-Treasures) 프로젝트

대중행사, 강의, 훈련 워크숍, 데모 시연을 제공하였다.

먼저, 아이 트레저 프로젝트를 보겠다. 유럽연합 지원을 받고 13개 유럽대학과

그러나 센서를 통해 정확히 무엇을 기록하고 전송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연구기관, 그리고 2012-2017년 창업한 중소기술기업이 파트너십으로 참여했던

는 문화적 실천을 주제로 집중적인 첨단기술 데이터 수집을 하고 문서화하는 선
별과정이 있어야만 했다. 그래서 다성악 공연 중 후두의 움직임을 문서화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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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맞춤형 하이퍼-헬멧이나 몸의 움직임 기록을 위한 신체감지기 같은 침범성

절정 중에 열린 온라인 공개포럼으로 현시대의 예술가와 연구자, 그리고 지역의

도구를 자주 사용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3D 감각운동학습게임을 만드

섬유공동체를 초대하여 지식을 교환하고 서로의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비옥하게

는데 사용되었다. 이 게임들은 제한되지는 않았지만 주로 젊은 세대, 기술을 잘

만드는 장을 마련하였다. 이 포럼에서 생긴 예술가와 공동체의 시너지가 강력한

다루고 가상게임에 익숙한 세대를 위한 것이었다.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새로운 예술품을 공동창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술가 마

컨소시엄에서는 문화 지식과 실천의 왜소화, 상업화, 탈맥락화를 포함한 게임화

리아 빅과 알리베리의 로마 공동체 합작품은 개인의 정체성과 집단적 투쟁을 반

가 초래할 염려를 장기간 논의하였다 (Alivizatou, 2021). 그러나 교사와 학생 대

영하는 의복의 힘을 탐구한 것으로 하나의 사례이다. 디지털 예술가 콘스탄티노

상 프로젝트 평가의 결과, 게임이 학습을 지원하는 자료가 되고, 기술을 잘 다루

스 가라메시스와 리자리오스 전통직물학교의 파트너십으로 전통기술과 패턴을

는 젊은이들에게 창의적으로 무형문화유산에 참여할 자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새로운 미디어와 디지털 도구로 결합한 새로운 섬유작품의 공동창작은 또 다른

인 평가가 드러났다. 나아가, 유산 실천자들은 지역 사회의 전통관습이 유럽연합

사례이다.

지원을 받는 과학기술 연구 주제가 되었다는 점에 자부심을 표현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예술적 실험과 문화간 대화를 위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려는
그 프로젝트가 완료된지 4년이 지난 지금 탈맥락화에 대한 나의 회의주의는 약

노력이었고, 그럼으로써 무형문화유산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주었다는 점에서

해졌다. 이 플랫폼에서 내가 가치롭게 생각하는 것은 국제적인 다학제 연구자 그

두드러진다.

룹과 소규모 기술스타트업, 문화 실천자들, 지역 사회와 가상공간의 교사학생 공
동체들이 모여 창의적으로 참여하였고, 존중과 탐구심으로 무형문화유산의 목적
을 재설정하며 과학적 실험을 공동창조 해내었다는 점이다. 결국, 이 프로젝트는

팔레스타인 개방 지도

이제 완료되었고, 학습자료의 주제가 되었던 모든 춤과 노래 전통은 우리의 실험

여러분과 논의하고 싶은 마지막 프로젝트는 팔레스타인 개방 지도이다. 이것은

과는 무관하게 자체의 생명주기를 지속하고 있다.

매핑과 스토리텔링을 위해 신기술을 결합한 온라인 플랫폼이며, 연구자들과 민
간단체 그리고 언론인들이 공동창조 과정으로 개발하였다. 그 목적은 역사적인

예술 다원적우주(Art Pluriverse)

팔레스타인의 보이지 않는 숨은 지리와 이야기들을 살려내려는 것이었다. 1940
년대 영국 팔레스타인 탐구 펀드를 받고 그려진 지도들을 디지털화하고, 구전역

좀 더 간단히 살펴보고자 하는 두 번째 프로젝트는 예술 다원적우주이다. 무형문

사, 마을 통계, 역사적 사진과 같은 데이터 자료들과 매끈하게 연결하거나 결합

화유산과 예술, 그리고 열린 지식에 관한 공동체 과학 시리즈이며, 그 목적은 사

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지도를 탈식민지화하고 공동체 역사를 재위치시키는 과

람들이 전통을 새롭게 경험하도록 영감을 주는 것이다. 창의적 커먼즈 원칙과 문

정에서 식민주의 지도 모음에 새로운 의미를 제시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신기술

화실천자 공동체에 대한 깊은 존경심에 기반한 이 프로젝트는 코로나 팬데믹의

이 무형문화유산의 목적을 재설정하였고 공동체의 활동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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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하면 이 세 가지 프로젝트는 과거의 지식과 실천에 새로운 생기를 넣어주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신기술 활용방식을 강조한다. 이런 맥락에

In the Age of New Technologies –
Repurposing Intangible Heritage

서 볼 때에 아마도 지금과 같은 융합과 창의의 시대가 바로 보호불안을 극복하고
무형문화유산의 목적을 재설정할 때일 것이다. 과학적이고 예술적인 실험과 윤
리적으로 올바른 협력, 그리고 행동주의를 요청할 때일 것이다. 세 가지 프로젝

Marilena Alivizatou
Honorary Lecturer, University College London

트 모두가 개방형으로 자유롭게 재사용이 가능하며, 문화소유권과 창의적 커먼
즈에 관한 논쟁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this year’s forum on a topic that is particularly
relevant in a post-pandemic context. I would like to share some thoughts and
experiences of digital intangible heritage as an experimental, interdisciplinary
field of community-based research and action.
Discussions about intangible heritage are often characterised by what
could be described as ‘anxiety of safeguarding’ in order to avert its loss. Indeed,
heritage scholars De Silvey and Harrison have noted that ‘… the perception of
risk and endangerment is fundamental in the production of heritage value and
a motivating factor in heritage practice’ (2020). ‘Safeguarding anxiety’ has also
been discussed by prof. Hafstein who argues that ‘intangible heritage appears
forever to be on the verge of destruction’ (2018). Oft-cited threats include social
and biophysical factors, such as globalisation, social transformation, war, climate
change and, more recently, the covid-19 pandemic. ‘Safeguarding anxiety’ and
the actions of governments and cultural institutions in recognising cultural
traditions as intangible heritage have come under scrutiny by many researchers
highlighting authoritarian, nationalistic and neoliberal entang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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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ilation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inventories and lists

prism of ‘safeguarding anxiety’. The rest of the talk will look at how different new

through different documentation programmes in order to make records for

and digital technologies can create new types of engagements with intangible

future generations could be regarded as a key manifestation of ‘safeguarding

heritage, supporting artistic and scientific experimentation and community

anxiety’. Yet, any process of recording and documentation creates a static

action.

representation, a moment that captures and freezes in time people and social
and cultural practices. It also situates those knowledges and practices firmly in
the past. While I am a fervent supporter of cultural documentation (especially

i-Treasures

when carried out in inclusive and participatory ways), I believe that the process

Firstly, I will discuss the i-Treasures project which was an EU-funded

of defining knowledges and practices as intangible heritage should not be driven

collaborative research partnership between thirteen European universities,

primarily by the fear of loss, but by engaging with the present and looking

research institutes and small/ medium technology business that took place

towards the future.

between 2013-2017. The aim of the project was to create an open and extendable
online platform, including a Virtual Learning Environment aimed at facilitating

In my earlier work, I theorised intangible heritage in terms of ‘the politics

learning on a cognitive but also embodied/motor level. At the heart of the project

of erasure’ arguing that impermanence, change and transformation are important

was a double technological challenge: on the one hand, the use of new technology

heritage values. These ideas are well-encapsulated in the quote attributed to

tools and sensors in order to capture various aspects of intangible heritage

Heraclitus ‘panta rhei, ouden menei’ (πάντα ρει και ουδέν μένει) and can also be

expressions, such as body movement, vocal production and facial recognition

found in Bhuddhist philosophy and the Japanese concept of mujo. Applying such

(Pozzi et al. 2015); on the other hand, the semantic analysis of these data so

a theoretical framework of impermanence to intangible heritage would suggest

that they are then made available in a multimodal way through the platform.

a ‘life-cycle approach’. According to this viewpoint, like everything living, living

The platform consisted of five separate but interconnected technological

heritage too could follow a course of birth, growth, change, decline, death, or

functionalities which were the product of the research specialization of partner

rebirth or reincarnation. Rather than ‘stasis’, intangible heritage is ‘in flux’, always

institutions: 1) the Digital Repository, 2) 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

‘becoming’.

courses, 3) the Pedagogical Planner, 4) 3D Sensorimotor Learning Games and 5)
Text-to-Song Synthesis.

It is within this framework of ‘becoming’ that I will be looking at
intangible heritage and not as static, endangered knowledges and practices.

From the outset of the project, the research team was required to

Indeed, the forum’s subject of ‘convergence and creativity’ invites us to rethink

incorporate the use of technological sensors which were able to capture specific

intangible heritage from the prism of change and transformation rather than the

aspects of human activity. This meant that only specific types of 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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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ions could be examined in the fields of dance, traditional crafts and
singing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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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now 4 years since the end of the project and my scepticism about
decontextualization has waned. What I have come to value out of this digital
platform was the co-creation of a scientific experiment bringing together an

A key challenge for the entire project was how to make the platform

international interdisciplinary group of researchers, small technology start-

accessible to a wide range of users. In order to facilitate public engagement,

ups, cultural practitioners, local and virtual communities of school teachers and

access to the platform became open and efforts were made to create strong

students to engage creatively and repurpose intangible heritage with respect

relations with heritage practitioners, educators and researchers through a series

and inquisitiveness. After all, the project is now finished and all the dances and

of public events, lectures, training workshops and demonstrations in the different

singing traditions that were the subject of the learning resources continue their

local research settings and virtually.

own life-cycle, regardless of our experiments.

However, decisions as to what exactly should be recorded and transmitted
through the available sensors put in place a selection process whereby cultural
practices became the subject of intensive high-tech data collection and
documentation. Often this happened through the use of invasive tools, like
the custom-made hyper-helmet for the documentation of the movement of
the larynx during polyphonic performances or body sensors for the recording
of movement. Data collected through this process were used to create 3D
Sensorimotor learning games. The games were primarily but not exclusively
addressed to a younger generation, which is typically thought to be tech-savvy
and familiar with virtual gaming. While carrying out the project, the consortium
debated at length concerns about gamification, including the trivialisation,
commercialisation and decontextualization of cultural knowledges and practices
(Alivizatou 2021). Yet, project evaluation with groups of teachers and pupils
revealed positive attitudes towards the games as resources supporting learning
and allowing tech-savvy youth to engage creatively with intangible heritage.
Moreover, feedback from heritage practitioners revealed a sense of pride that
local traditional practices became the subject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earch funded by the EU.

Art Pluriverse
A second project I would like to discuss more briefly is the Art Pluriverse, a
community science series on intangible heritage, art and open knowledge and
its aim to inspire people to experience tradition anew. Based on principles of
creative commons and deep respect for communities of cultural practitioners,
the project brought together in an online open forum at the height of the
covid-19 pandemic, groups of contemporary artists, researchers and local
textile communities to enable knowledge exchange, cross-fertilisation of
ideas and creativity. The artist-communities synergies led to the co-creation
of new artworks, often with powerful social messages, as was the case of the
collaboration between the artist Maria Byck and the Roma community of Aliveri
which explored the power of clothing to reflect personal identity and collective
struggles. Or the partnership between digital artist Konstantinos Garametsis and
the Rizarios School of traditional weaving which led to the co-creation of new
textiles pieces that combine traditional techniques and patterns with new media
and digital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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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for artistic experimentation and intercultural dialogue and as such giving new
meaning and value to intangible heritage.

Palestine Open Maps
The final project I would like to discuss is Palestine Open Maps, an online
platform that combines new technologies for mapping and storytelling and was
co-created by researchers, civil society groups and journalists in order to bring
to life absent and hidden geographies and stories from historic Palestine. Map
sheets drawn by the British Palestine Exploration Fund in 1940s were digitised,

Alivizatou, M. 2021. Digital Intangible Heritage: Inventories, Virtual learning and
participation, in Heritage & Society 12(2-3): 116-35
De Silvey, C. and R. Harrison. 2020. Anticipating Loss: Rethinking Endangerment in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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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fstein, V. 2018. Making Intangible Heritage: El Condor Pasa and Other Stories from
UNESCO. Bloomington, Indiana: Indiana University Press
Pozzi, F, M Alivizatou, F Dagnino, M Ott, 2015. ‘Going Beyond Preservation: How to Support
Technology-Enhanced Learning in ICH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in the Digital Era 4(1): 21-40.

seamlessly joined up and further combined with other data sources such as oral
histories, village statistics and historic photography. The project has given new
meaning to a collection of colonial maps in a process of decolonising mapping
and relocating community histories. Here, new technologies have repurposed
intangible heritage to serve community action work.

Conclusion
To summarise, these three projects underline different ways in which new
technologies can reanimate and give new meaning to knowledges and practices
from the past in the present. Against this backdrop, perhaps now is the time
to overcome safeguarding anxiety and repurpose intangible heritage in the era
of convergence and creativity inviting scientific and artistic experimentation,
ethically-informed collaboration and activism. It is not surprising that all three
projects discussed are open-access and free to reuse, something that invites us to
reexamine debates about cultural ownership and creative commons.

Links
Art Pluriverse: h
 ttps://bowb.org/art-pluriverse-news/art-pluriverse-2020-all-links-to-thetextile-month-programme
Palestine Open Maps: https://palopenmap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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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역할을 조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많은 논쟁을 불러왔다. 협약을 이행한 지

융합과 창의의 시대, 무형문화유산의 도전과제와 가능성
- 기록 없는 보호? 무형문화유산의 디지털 목록 -

1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많은 이론적, 실제적 측면이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
다. 2003 협약 문서에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한 사람 중 한 명인 쉐리프 카즈나다
르(Chérif Khaznadar)는 그의 저서 《경고: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Warning: The

마르타 세베로
프랑스 파리 낭테르대학교 정보통신과학부 교수

Intangible Heritage in Danger, 2014)》에서 무형유산 분야의 역설적 특성을 강
조한다. 즉, 후손에게 증거로서 전승되어야만 하는 유산의 기록물로서 특성을 지
닌 한편, 살아있는, 고정된 것이 아닌 변화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최근 일부 관찰자들은 그러한 역설을 해결하는 데에 디지털 미디어가 할 수 있는

서론

역할에 주목해왔다. 오늘날, 유네스코가 관습의 증거자료로 유튜브에 게재된 영
상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의 목록 프로젝트(프랑스, 스코틀랜드, 핀란

2003 협약에 따라 유네스코가 설정한 무형문화유산 카테고리는 국제정치 무대

드)는 협업 디지털 플랫폼 활용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

와 학계의 30여 년에 걸친 논의의 결과다. 이 협약은 국제적 차원에서 1954년

번 장에서는 무형문화유산 목록과 “편집이나 읽기의 맥락에서 고정된 항구적인

(무력 충돌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헤이그협약과 1972년 세계유산협약으로 대

재료에 새겨진 내용”으로 정의된 문서 개념 간의 모순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되는 전통적인 보호 체계와는 상당히 다른 새로운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

특히, 이 글의 목적은 문서 생성과 편집의 새로운 형태를 통해 “디지털”이 집단

해 제정되었다. 이들 협약이 “큰 중요성”(1954년 협약의 정의) 혹은 “탁월한 보

생활을 기록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 보호 문제를 해결할

편적 가치”(1972년 협약의 정의)를 지닌 문화재 및 자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수 있을지 어떨지 이해하는 것이다. (Bachimont, 2017).

것인 반면, 2003 협약은 공동체의 제한된 범위 내의 문화유산으로 간주하는 모
든 살아있는 구전 관습을 보호하는 데에 적절한 민주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이 글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무형유산 기록을 위한 시스템으로서 목록

자 한다. 1954년과 1972년 협약은 보호 종목의 목록과 같은 전문가에 의해 작성

을 활용하는 역설을 연구한다. 이를 위해 명단(list)과 목록(inventory) 파일의 구

되는 전통적인 기록과 보호 수단을 기반으로 하지만, 무형문화유산은 살아있으

성을 통해 대상 유산의 증거를 기록하고 생성하는 데에 문서화(documentation)

며 참여적 특성이 있는 관습을 존중함으로써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관

가 하는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전통 문화유산 보호의 근본적인 특징을 요약한다.

리 수단을 요한다. 초기 적용할 때부터 2003 협약은 어떠한 기록물 형태에도 영

또한 유산 보호를 위한 전통적인 기록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

구적이고 안정적인 특성을 부여하지 않는 목록을 작성하는 방법(Otlet, 1934;

소를 강조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의 범주도 생각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무형

Briet, 1951; Buckland, 1997)과 그러한 목록 작성에서 공동체의 결정권과 전문

유산에 적합한 새로운 기록체계를 제안하면서 디지털 미디어의 역할을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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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는 스코틀랜드, 프랑스 그리고 핀란드의 무형유산 목록을 위한 디지털

의 엄청난 확장에도 불구하고 보호 체계는 상응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프로젝트 3개에 대한 분석을 활용할 것이다. 이들 플랫폼의 기술 혹은 통신 감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목록은 문화유산을 체계화하고 기록하는 수단으

사를 시행하거나 기술의 사회학 체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

로 선호되고 있다. 정보를 분류하고 저장하는 역량 덕분에 리스트와 다를 바 없

다. 이들 프로젝트의 목적을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이 이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사

는 목록은 보존 활동의 핵심으로 남아있다. 경이의 보고(curiosity cabinet)로서

안에 관심을 두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에서는

문화 분야에 도입된(Impey & MacGregor, 1985) 목록화 기법은 박물관, 아카이

문서의 개념으로 돌아가 문서(document)와 흔적(trace) 간의 대립을 생각해본

브 그리고 도서관과 같은 많은 기관에서 보기 드물게 성공했다. 대량의 효율적인

다. 목적은 이러한 새로운 디지털과 협업 목록 체계에 의해 만들어진 문서의 규

정보체계 생산을 가능하게 한 목록은 물질적 대상물 수집을 관리하는 표준적인

범적인 힘과 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철학자 마우리치오 페라리스

도구가 되었다. 만약 우리가 목록을 기억할 수 없는 것을 기억 속에 담아두려는

(Maurizio Ferraris, 2012)가 제안한 강한 기록물과 약한 기록물 간의 차이를 논

리스트 정도로 여긴다면(Leroi-Gourhan, 1964), 그 기원은 최초의 기록체계로

의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다. 이는 특히 이러한 맥락에서 적절해 보인다.

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Goody, 1977). 그 당시 정보를 저장하고 분류하
는 것은 다양한 배경에서 급속도로 수용되었다. 과학적인 리스트는 어떤 현상의

무형문화유산의 기록물
1. 보호 체계로서 목록

특성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를 부여함으로써 그 현상의 본질을 규정
한다(Latour, 1987). 수백 년 동안 목록은 일반적으로 종, 질병, 서적, 기념물 그
리고 지식을 조직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카탈로그, 목록, 안내 책자, 사전 혹은
백과사전 등 형태와 상관없이 목록이 가진 분류의 힘은 수많은 분야의 지식을 형

사유재산이라고 이름 붙이기 위해 중세시대에 사용했던 문화유산의 범주는 머

성한다(Bowker and Leigh Star, 2000).

지않아 세대 간 전승을 위해 보존되어야만 하는 집단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공공
의 물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문화유산의 개념은 이전 세대가 우리에

목록은 특히 문화유산에 적합한 수단임이 증명되었다. 사실상, 문화유산 대상과

게 물려주고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전달해야 하는 유산이라는 생각과 연관된다.

목록 간에는 강력한 친연성이 있다. 즉, “둘 다 선택에 달려 있으며, 대상을 그 바

만약 예를 들어 우리가 유네스코가 제시한 정의를 생각해보면, 문화유산은 “현

로 주변으로부터 탈맥락화하며, 지정되거나 목록화된 다른 것과 관련되어 그 대

재 우리가 갖고 살아가고 있으며 미래 세대에게 전승해야 하는 과거의 유산”이

상들을 재맥락화한다”(Hafstein, 2009). 이런 이유로 목록은 정보의 관리와 유산

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 “문화유산”이라는 말은 주로 물질적인 것(유적지, 역사

의 선택이라는 문화재 거버넌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보관리와 관련

적 기념물, 예술작품 등)을 가리켰다. 최근에는 이러한 원래의 맥락을 넘어 특별

하여 최초의 개인 컬렉션은 이미 카탈로그가 있었다. 자연주의자들의 컬렉션 모

한 것에서 평범한 것, 신성한 것에서 세속적인 것, 유형에서 무형 그리고 문화에

델을 활용한 목록은 문화재의 명확한 확인과 데이터의 일관성 있는 조직화, 시간

서 자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문화유산 형태

경과에 따른 대상의 기록과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했다. 선정 과정과 관련하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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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국가도 미래 세대를 위해 국가의 보물을 보존하기 위한 목록의 필요성을 무시

에 의해서가 아니라) 초안이 작성되어야 한다. (2) 모든 기존의 관습을 포함함으

할 수 없다(Francioni and Lenzerini, 2006). 목록에 포함됨으로써 문화재는 미

로써 선택적이 아니라 민주적이어야 한다(가치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래 세대에 전승될 수 있는 문서가 된다. 수잔 브릿의 사례를 보면(1951), “아프리

(3) 목록은 문서의 고정성과 대조적으로 살아있는 것이어야 한다.

카 평원을 달리는 영양은 문서로 간주할 수 없다… 하지만 만약 사로잡힌다면…
그리고 연구 대상이 된다면 그때는 문서로 간주한다. 물리적인 증거물이 되는 것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쉐리프 카즈나다르(2014)는 두 가지를 지적한다. 첫째,

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문서는 현실을 기록하는 한 형태다. 즉 그것은 “사

필자에 따르면 협약은 소멸 위험에 처한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확인과 문서화에

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다.

기반한 “유네스코 스타일”의 보호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는 “협
약은 박물관화와 죽음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유산에 이익보다는 오

2. 무형문화유산의 특이성

히려 해가 된다고 한다. 두 번째, 카즈나다르는 대표목록을 맹비난한다. 대표목

무형문화유산 개념의 기원은 일본, 볼리비아 혹은 페루와 같은 특정 국가의 문화
유산을 보호하는 데에는 불충분해 보이는 상세목록, 리스트, 분류와 위계질서에
기반한 보호 체계가 거부된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84년, 유네스코에서 “비물
질 유산” 프로그램 설립을 위한 첫 전문가 회의가 열렸다. 1989년 심사진은 전통
문화와 민속의 보호에 관한 권고안(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을 성공적으로 마련했으며 이는 수년 후 2003
1)

협약으로 발전했다. 최신 버전의 협약에는 무형문화유산 을 “공동체, 단체 그리
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이 자신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인정하는 관습, 표현,
지식 그리고 기술뿐만 아니라 악기, 물건, 유물 그리고 관련 문화적 공간”이라고

록은 협약이 발효된 이후 협약 자체에 가시성을 부여하기 위해 수년에 걸쳐 만들
어진 것이었다. 유네스코와 협약 당사국 간의 첫 토론에서 이러한 목록에는 협약
의 민주적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무형문화유산으로 간주하는 모든 관습이 포함
되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사무국은 연간 검증할 수 있는 등재 신청서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이 불가피하고, 세계유산 협약의 선정 방법이 반복되
는 것을 피하기 위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보다 전형성을 기반으로 관습을 선정하
기로 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공동체”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전문
가에 의해 규정된 선정으로 인해 출발점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
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규정하고 있다(협약 2조). 협약 당사국은 다양한 보호 활동과 주로 국가목록 작

협약에 대한 이러한 두 가지 비판은 전통적 패러다임에 대한 대안이 될 새로운

성을 통해 이러한 관습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이러한 목록은 위에 언급한 체

유산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이 정말 가능할지에 대한 일반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계와는 세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1) 이 목록들은 공동체에 의해(외부전문가

계속 말했듯이 후자는 유산의 후대 전승을 보장하기 위해 문서로 변환된 문화유
산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한 변형은 주로 구전에서 글쓰기 형태로, 흔적에서 문

1) 그러한 용어의 선택은 기본적으로 “ folklore(민속)”이라는 단어를 피해야 할 필요 때문이
다. 이는 유럽, 특히 프랑스에서 인종 차별적 의미(전쟁 중 용어의 사용에 따라)를 갖기 때
문이다.

서로, 결국은 살아있는 관습의 죽음으로 전환을 결정하는 행위인 목록에 대상을
포함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목록은 무형문화유산의 살아있고, 비공식적이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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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반하는 특성을 존중하면서 활용될 수 있을까? 혹은 글로 쓰인 문서의 고정

이러한 비공식적 차원에서, 두 가지 요소가 중요성을 갖는다. 하나는 완전하게

된 특성에 기반을 두지 않는 다른 대안적 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가능할까?

할 수 있는 특성을 인정하면서 문서로 사용될 수 있는 목록, 나머지 하나는 제도
와 공동체가 실행 가능한 보호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이다.

유네스코 협약은 모범사례 목록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첫 대답을 제시한다. 이
목록은 직접적으로 문화유산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을 보호하려는 활동
을 기록한 것이다. 아직 이 목록은 국가나 공동체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으
며, 현재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365종목, 긴급보호목록에 47종목이 등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
1. 살아있는 환경으로서 디지털 미디어

재된 것에 비해 겨우 17개 종목만이 등재되어 있다. 공동체 지원에 필수적인 무
형문화유산의 증진 및 가치 강화 활동은 분명 관습의 결정화를 강요하지 않지만,

최근 디지털 미디어가 유산 보호의 주요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수년간 자

목록이 수세기 동안 했던 방식으로 보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

신들의 컬렉션 카탈로그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의존하는 기관들

는다. 협약 자체는 “보호의 관점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각 협약 당사국은 각국의

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Cameron and Robinson, 2007). 목록을 디지털화하고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자국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하나 혹은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보 전산 시스템이 구축됐다. 이러한 시스템은 데이

그 이상의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 목록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라

터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유산 선정 과정을 표준화하는 데에도 기

고 목록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한다. 키아라 보르톨로토(Chiara Bortolotto,

여한다(Fraysse, 2008). 디지털 미디어는 또한 무형문화유산을 담당하는 기관의

2008)가 무형유산의 제도민족지학에서 지적했듯이, 2003 협약이 초래한 이 “기

관심을 끌어왔다. 그들의 두 가지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록물의 긴장”(Bachimont, 2017)을 다루기 위해 채택되었던 실용적 해결책은 협
약의 공식적 차원과는 다른 협약 이행의 비공식적 차원을 발전시키는 데에 있다.
특히 필자는 협약의 “정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부 기관들은 디지털 미디어를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만병통치약쯤으로 여긴다.
분명 디지털 미디어의 특징 중 하나가 흔적을 만들어내는 힘이다. 디지털 미디어
를 거친 모든 행위는 자발적이건 비자발적이건 추적되고 기록된다. 이러한 현상

“목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때, 협약의 ‘정신’은 협약 내용보다 이 과정에 덜 집

은 상업 세계(빅데이터 현상을 통해)와 컴퓨터 사회과학의 폭발적 연구 모두에서

착하는 것으로 보인다. 협약은 각국의 무형문화유산 종목 전체를 확인하기 위해

강력한 열정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오

만들어진 철저한 목록의 작성을 요구하는 반면, 사무국의 담론은 이 툴의 가능한

늘날의 디지털 데이터가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 있는 생체 사실을 관찰할 수 있

완벽성은 구조적으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면서 철저함은 비현실적 욕

는 사회생활에 대한 원천 정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무형유

심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처럼 보인다.(Bortolotto, 2008) ”

산의 경우, 공동체 구성원들은 유튜브, 위키피디아 혹은 페이스북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 “살아있는” 목록을 구축하려는 연구자나 관리자가 활용할 수 있는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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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남길 수 있다. 사실상, 목록은 구축할 필요도 없이 이미 거기에 존재하고 있

우리는 이 두 가지 입장을 중재하기보다 사례연구 분석을 통해 한 가지 실용적인

었을 것이다. 그 예로, 쉬나 피에트로브루노(Sheenagh Pietrobruno, 2003)는 메

접근법을 채택하고, 그 다음 흔적과 문서의 개념으로 돌아가 논의를 이어가려 한

블레비 세마(Mevlevi Sema) 의식의 유튜브 영상을 분석한다. 그는 이 영상들이

다. 다음 단락에서는 무형유산 기록물의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미디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와 관련하여 어떻게 훨씬 더 참여적인 방식으로 의식을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된 세 개의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할 것이다. 스코틀랜드,

표현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반대로, 목록 파일(그리고 유네스코 공식 영상)은 정

프랑스 그리고 핀란드의 국가목록은 협업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다.

확한 시간적 순간에 그리고 정확한 정치적 지향점(이 경우 입후보를 제안했던 터
키 정부의 정치적 지향점)을 갖고 해당 관습의 정의를 고정한다. 피에트로브루
노는 특정 의식 관습을 보여주는 비공식적인 유튜브 영상을 예로 들면서, 오늘날
다채로운 색의 의상을 입은 여성들이 대중 앞에서 그 의식을 거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는 여성들은 오직 개인적으로 흰색 옷을 입고 춤출 수 있을
뿐인 공식적인 의식에서는 배제된다. 따라서 디지털 흔적은 두 가지 중요한 이점
을 갖고 있다. 하나는 공동체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이며 나머지 하나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관습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장의 세
번째 부분에서 이 점을 다시 논하겠다.

2. 무형문화유산 협업 디지털 목록
2008년, 340여 개의 박물관과 갤러리를 거느린 기관인 뮤지엄 갤러리 스코틀랜
드(Museums Galleries Scotland)는 스코틀랜드 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에딘
버러 네이피어 대학교(Edinburgh Napier University) 연구팀의 스코틀랜드 무
형문화유산 목록 작성사업에 재정지원을 했다. 이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했던 알
리슨(Alison)과 알리스테어 맥클리리(Alistair McCleery)는 공동 디지털 목록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McCleery et al., 2008; McCleery and McCleery, 2017).
전통적 방법과 툴의 부적절성을 고려하여, 그들은 새로운 참여적 패러다임에 맞

한편, 다른 많은 저자들은 디지털 미디어가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그다지 유용하

춘 툴을 사용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들은 두 가지

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 훨씬 더 경계하는 태도를 보인다.

종류의 계획을 시행했다. 우선 위키에 기반한 웹사이트를 만들었으며, 콘텐츠

이러한 두 번째 관점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흔적들, 예를 들어

를 강화하기 위해 포커스 그룹을 조직했다. “가장 적절한 해결책-접근성과 역동

유튜브 영상과 같은 것은 단지 관습의 이미지일 뿐이며 관습 그 자체는 아니라는

성 두 가지 필수조건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맞춤형 위키였다”(McCleery

것이다. 그러한 이미지는 살아있는 유산 보호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없

and McCleery, 2016). 매우 민주적이고(누구나 수정 가능함) 살아있는 디지털

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항상 주어진 시간 속에 관습을 고정하는 것이기 때문이

수단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이 프로젝트를 독특하게 하는 요소이다. 초기 버전에

다. 사실상, 그러한 이미지들은 출처의 사회 물질적 맥락과의 연결성을 상실했

서 온라인 목록은 사용자가 계정을 만들고 항목을 추가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미

기 때문에 디지털 흔적이 아니라 디지털 데이터를 구성하는 것이다(Bachimont,

디어위키 소프트웨어(http://www.mediawiki.org)에 의존했다. 스코틀랜드 위

2017).

키는 권한 있는 사용자나 익명의 사용자들이 수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프로젝
트 외부의 사용자들에 의한 수정은 드물었으며 사용자 간 교류를 촉진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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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페이지의 사용은 사실상 전혀 없었다. 수년 후 이 프로젝트는 뮤지엄 갤러

“이는 무형유산의 균형을 위해 지역과 국가의 역동성 간의 순환을 장려함으로써

리 스코틀랜드에 이관되었다. 집에서 만든 듯한 위키는 훨씬 더 전문적인 콘텐츠

정부 부처의 후원 아래 공유 거버넌스와 툴의 공동 활성화 시행을 전제로 한다.

관리 시스템(Drupal)으로 대체되었다. 이 시스템은 원래 프로젝트의 민주적 출

또한 협업은 웹사이트와 위키피디아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프랑스의 목록은

발점을 재현하려고 시도했다. 익명의 접속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았으며 토론 페

시간이 흐르면서 진화하지만, PciLab 웹사이트가 목록의 수정을 허용하지 않기

이지는 삭제되었다. 하지만 이 기관은 “위키미디안 인 레지던스(Wikimeian in

때문에 목록은 정부 부처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프로세스의 틀 안에서만 이루

Residence)”를 기반으로 위키 참여와 적절한 기여를 장려했다(Orr and Thomas,

어진다. 다른 한편, 이는 이미 역동적 공동체에 의존하는 위키피디아에 대한 기

2017). 위키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이 새로운 시스템은 각 요소(카테고리2)와 위

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Casteret and Larché, 2017)

치)를 완성해야 하는 고정 필드와 사용자들이 추가할 수 있는 태그(지역, 시간, 지
원 등)가 있는 목록과 같이 더 구조적인 방식으로 콘텐츠를 조직화했다.

요약하면, 프랑스 시스템은 공개되지 않는 웹사이트와 모두에게 공개되는 위키
피디아 페이지 간의 미묘한 균형을 기반으로 한다. 여기서 정부 부처는 조정자

프랑스에서는 에뜨노뽈 이노크 아퀴뗀느(Ethnopôle InOc Aquitaine)가 무형유산

역할을 할 수 없다. 우리의 관점에서 이러한 이중성은 전통적 목록의 기록물로서

디지털 목록을 담당했다. 이 기관은 두 가지 병렬적 해결책을 선택하여 기록물의

모호성을 재현하지만,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점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역설을 관리하기로 했다. 하나는 국가목록 파일을 위키피디아에 바로 옮기는 것이
다. 각 파일의 내용은 기존 페이지에 추가하거나 새로 만들어서 위키피디아에 게

세 번째 사례는 핀란드의 목록이다. 이 목록 역시 2016년 2월 이후 온라인에

시했다. 이 목록의 링크는 우측 상단에 인포박스로 표시되었다. 다른 하나는 파일

서 이용 가능한 협업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 국가유물위원회(The

을 온라인에 개설된(2017년 10월) 전용 웹사이트(www.pci-lab.fr)에 공개하는

National Council of Antiquities)는 미디어위키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위키(살아

것이었다. 이 프로젝트의 강점은 시맨틱 웹에 대한 관심이다. 데이터는 위키데이

있는 유산의 위키 목록)를 선택했다. 위키는 등록된 사용자들만 수정할 수 있지

터와 연계되어 구조화된다(Casteret and Larché, 2017). 위키피디아의 정신에 따

만, 신청서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 위키는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

라, 목록 작성 참여는 기여의 날(위키피디아 워크숍 혹은 에디트어톤) 개최를 통해

적인 토론을 활성화한다고 여겨진다. 국가유물위원회는 플랫폼의 조정자이자 운

촉진된다. 세계 최대의 협업 플랫폼에 파일을 게시하여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목록

영자이다. 위원회는 제시된 문서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부적절한 문서를 삭제할

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 게다가 스코틀랜드 프로젝트와 달리 사용자들은 특정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핀란드의 무형유산 보호 체계는 위키처럼 완전히 개방

플랫폼의 규칙을 알 필요가 없으며 위키피디아의 수행 방식을 준수하기만 하면 된

적인 것은 아니다. 사실 이는 각 유산 카테고리에 연결된 사람들의 작은 모임 생

다. 하지만 그러한 조직은 콘텐츠 조정에 대한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제기한다.

성과 유산 선정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전문가 그룹에 의존한다. 현재
이들 주체와 위키 간의 연계성은 불분명하다.

2) 종목은 12개 범주로 나뉜다(협약에서는 공식적으로 5개 범주로 나는 것과 비교된다.). 여
기에는 또한 놀이와 음식 전통과 같은 관습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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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와 흔적 사이, 약한 문서로서 목록

사례 모두에서 문화유산 담당 기관은 더 투명하고 민주적인 목록을 구축하기 위
한 이상적인 수단으로 인터넷을 선택했다. 이런 방식으로 기관들은 선택된 매체

제시된 사례연구를 고려하면 두 가지 이론상의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질 만하다.

와 목록이 보장하는 보호 활동 유형 간에 인과 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뿐만 아니

첫째, 우리는 위키 페이지의 문서적 본질과, 더 일반적으로는, 고전적인 정의에

라 전통적 목록 활동과 새로운 디지털 목록의 활동 간에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

따른 문서의 고정성을 갖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문서 혹은 더 나은 표식을 만들

도 인정한다. 둘째, 이용 가능한 디지털 해결책 중, 기관들은 위키가 살아있으며

수 있는 인터넷의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Otlet 1934; Briet 1951;

공동체에 공개되어야 하는 무형유산 목록에 대한 접근성과 유연성을 제공할 수

Buckland 1997). 그렇게 하려면, 디지털 문서와 디지털 흔적 간의 차이점을 검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인식한다. 사실, 위키를 다른 웹 기반 콘텐츠 공개 시스

토하고 위키에 대한 기여가 저울의 어느 쪽으로 가는지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템과 구분하는 주요한 특징은 (1) 공유지식의 생성을 공개하고 그를 촉진한다는

둘째, 만약 새로운 유형의 문서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면, 그것의 규범적 힘에 의

사실로(Aguiton and Cardon, 2007), 콘텐츠는 사이트 관리자뿐만 아니라 사용

문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이러한 새로운 위키 목록이 전통적 목록

자에 의해서도 수정될 수 있고, (2) 어떤 변경도 추적한다는 사실이며, (3) 위키의

만큼 문화유산 보호에 효과적일까?

페이지마다 토론 페이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위키 페이지는 고전
적인 문서의 안정성을 갖지 못하는 새로운 유형의 문서라고 여겨질 수 있다. 따
라서 이 세 가지 경우 모두가 위키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선택한 것
은 기록물의 패러독스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될 수 있다.3)

지면 부족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이탈리아 철학자 마우리치오 페라리스의 기여에
집중하고 싶다. 그의 문서화성(documentality) 이론에 따르면(2012), 문서는 사
회적 대상, 즉 “새겨진 행위”다. 사회적 현실은 문서에 기반한다. 시얼(Searle)에
대한 데리다(Derrida), 데리다에 대한 시얼을 이용하여, 그는 사회적 세상에서
소통과 구술성(orality)을 뛰어넘는 등록(registration), 비문(inscription) 그리고
글쓰기(writing)에 온톨로지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그는 또한 문서가 세 가지 다
른 층위 위에 위치하는 “기록물 피라미드”를 소개한다. (1) 흔적, 이는 피라미드
의 기반으로 의미나 의도 없이 사건에 의해 생성된 표시다. (2) 흔적은 시간의 흐
름에 따라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증거에 의해 생성될 때 등록이 된다.
예를 들면 카메라나 마이크 녹음 혹은 머릿속에 수동적으로 기억되는 것 등이다.

3)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러한 프로젝트가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를 요청하면
서 맞닥뜨렸던 그리고 여전히 맞닥뜨리고 있는 어려움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문
화유산 관리자들은 나이, 컴퓨터 기술 부족 혹은 단순히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한 정보 격차에 대처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실질적 이행 문제는 다루지 않고,
무형유산과 문서 간의 이론적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 글의 취지와 무관하다.

등록은 최소한 한 명은 접근 가능해야 한다. (3) 그 다음 등록은 의도적으로 최소
두 사람이 지식을 공유하고 그것이 사회적 사실이 될 때 비문이 된다. 표식을 남
기려는 의도는 기록과 비문을 구분한다. (4) 마지막으로 흔적이 제도적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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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하게 되면 비문은 문서가 된다. 그리고 흔적의 고정화를 초래하는 것이 바로

의 보호력 간의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한다. 약한 문서의 개념은, 특히 위키

제도화다.

의 특성, 즉 그것이 가진 사회적, 제도적 행위와 관련한 약점뿐만 아니라 역동성
과 개방성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우리의 목적에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페라리스가 제시한 약한 문서와 강한 문서
를 구분하는 것이다. 강하다는 의미에서 문서(법률 문서)는 행위의 비문이다. 약

이들은 같은 현상의 양면성이다. 이는 앞서 제시한 세 가지 사례연구에서 효과적

하다는 의미의 문서는 사실의 기록이다. 약한 문서와 강한 문서 둘 다 사회적 가

으로 관찰될 수 있다. 각 사례에서 위키는 문서의 고정성을 피하기 위한 해결책

치가 있다. 하지만 강한 문서는 규범적, 제도적, 정치적 가치도 가지고 있다. 온

으로 제시된다. 하지만 동시에 이 해결책은 항상 제도적 권력을 상실한다. 세 가

톨로지적 관점에서 강한 문서는 자신만의 대리기관을 보유한 행위의 비문이며

지 사례 모두에서 기관은 약한 문서와 강한 문서 그리고 사회적 힘과 규범적 약

거기서 약한 문서는 단지 증거물일 뿐이다. 그는 “이 체계에서 강한 의미의 문서

점 사이의 이 긴장감을 “느끼는” 것 같고, 색다른 해결책으로 장애물을 극복하려

는 대부분 글쓰기와 관련 있는 반면, 약한 의미의 문서는 흔적과 발견의 경우에

고 한다. 이런 이유로 미디어위키를 기반으로 한, 완전히 공개된 최초의 스코틀

서처럼 오히려 원형적 글쓰기(archiwriting)와 관련된다”고 설명한다(Ferraris,

랜드 위키는 통제하고 관리하기 더 쉬운 “가짜” 위키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이는

2012). 이는 글쓰기를 중심으로 하는 글쓰기다. 이는 일상의 경험과 우리 주변의

프랑스의 보호 체계가 공식 목록을 담고 있는 별도의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하면

세계, 즉 의례, 기억, 동물의 흔적 등을 추적하는 수천 가지 방법을 포함한다.

서도 공개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핀란드에서 위키는 참여자들
간의 토론을 선호한다. 반면에 한 종목의 제도화는 항상 디지털 플랫폼 밖에서

사례연구로 돌아가 생각해보면, 두 가지 점을 더 진전시킬 수 있다. 첫째, 디지털

이루어진다.

흔적과 디지털 문서 간의 차이가 예상보다 덜 유의미하다. 위키에 공개된 의견
참여는 흔적에서 등록(플랫폼이 어떤 변화든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으로, 등록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새로운 플랫폼은 기록물의 역설에 대한 뚜렷한

에서 비문(위키는 집단적, 의도적 체계다.)으로 이어진 결과이다. 이는 우리에게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 오히려 그것들은 차선책이며 동시에 현재의 문화

왜 문화유산 기관들이 참여적 디지털 플랫폼에 그토록 매료되는지 설명해준다.

유산 체계에서는 사실 달성할 수 없는 개방성과 투명성에 대한 갈망을 보여준다.

이들 디지털 플랫폼은 문서의 고정성을 갖지 않지만 동시에 흔적 위에 시간에 따
른 사회적 가치와 영속성을 유지하는 비문을 만들어낸다.4) 둘째, 강한 문서와 약

그러나 페라리스의 저서 《총동원(Mobilitazione Totale, 2015)》에 따르면, 우리

한 문서 간의 차이는 우리가 위키와 그들의 제도적 가치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

는 훨씬 더 많은 생각이 필요할 수 있다. 이 글에서 페라리스는 자신의 문서화성
에 대한 이론을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지배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 적용한다. 그
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의 사용은 항상 규범적 가치를 지닌 행동에 대한 요구에

4) 다른 맥락에서 우리가 광범위하게 사용했던 디지털 흔적의 개념에 대한 관심을 거부하지
않는다(Severo and Romele, 2015). 하지만 이런 맥락에서 흔적의 의도성 부재 혹은 약점은
공동체의 인식이 보호를 위한 결정적 요소를 구성하는 목록의 구성과 관련 없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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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한다. ARMI5)로 통용되는 디지털 기기는 인간의 총동원으로 이어지는 “전면

분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으며, 따라서 목록의 사회적 힘을 법적 힘으로 변화시

적 기록”의 체제를 만들어낸다. 인터넷은 기록과 등록을 방대하게 만드는 문서

키는 것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그것은 위키의 권위와 규범적 가치를

화성의 촉진자로 여겨진다. 따라서 온라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문서다. 하지만

인식하는 데 필요한 시간의 문제일 뿐일까, 아니면 그보다는 사회적인 것과 제도

이것은 강한 문서인가 아니면 약한 문서인가? 《총동원(Mobilitazione Totale)》에

적인 것 사이에서 항상 해결되지 못한 갈등의 징후 중 하나일까?

서 페라리스는 이 용어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다시 정의한다. “강한 문서는 힘을
가진 문서다. …… 약한 문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추적만 하는 문서다. ……
이들 문서는 단순한 정보만 담고 있으며 규범적 힘은 가지고 있지 않다”. 조금 더
나아가 그는 “웹은 실행 시스템이지 단순한 서술적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한다.
따라서 비록 명시적인 규범적 가치는 갖고 있지 않더라도 웹 문서의 사회적 힘을
인정한다.
사회적 힘과 “법률적 힘”6) 사이의 대립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 둘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허술하다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이 언어와 관련하
여 지적한 바대로(1986), 우리는 한편으로는 언어의 규칙과 일상적 사용을 구분
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매일 사용하는 것들이 종종 언어의 규범적 체계
로 통합되고 그 이해에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마찬가지로 무형유산의 디지털 목록이 미래에 어떤 규범적 효과를 가질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오늘날 그 효과는 전통적인 보호법 체계와 비교할 때, 약
한 문서의 범주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기술은 권력 체계를 구성
하는데, 이는 연계 가능성(affordance)을 통해 약한 문서와 강한 문서 사이의 구

5) 이는 “Apparecchi di Registrazione e Mobilitazione dell’Intenzionalità”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의도성의 등록과 유통을 위한 기기”라는 의미이며 또한 이탈리아어로 “무기”
를 의미하기도 한다.
6) 자끄 데리다(1990)는 특히 법과 정의의 힘 사이의 차이를 조사한다. 이는 페라리스에 의해
제기된 강한 문서와 약한 문서 간의 대립에서 암묵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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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ving and participatory nature of the practices. From its earliest applications,

Challenges and Possibiliti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Era of Convergence and Creativity
- Safeguarding Without a Record?
The Digital Inventori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the 2003 Convention has raised many controversies about how to build
inventories without attributing them with the permanent and stable character
of any form of document (Otlet 1934; Briet 1951; Buckland 1997) and how to
reconcile decisional sovereignty of the community with the role of the expert
in the production of such inventories. Today, ten years after its implementation,

Marta Severo
Professor of University Paris Nanterre

many theoretical and practical aspects remain unresolved. In his book Warning:
The Intangible Heritage in Danger (2014), Chérif Khaznadar,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tributors to the content of the 2003 Convention, underlines the
paradoxical quality of the intangible heritage category, which, on the one hand,
insists on the documentary nature of heritage that should be transmitted as

Introduction

a testimony to posterity, and on the other hand, is characterized by its living,
unstable and open nature.

Established by UNESCO through the Convention of 2003, the category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the result of some thirty years of discussion both in

Recently, several observers have drawn attention to the role that digital

the international political arena and in academia. This Convention was designed

media could play in solving such a paradox. Today, not only does UNESCO

to create a new protection system for cultural heritage radically different from

request a video to be published on YouTube as evidence of a practice, but

the traditional system of safeguarding, re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level by

also several national inventory projects (in France, Scotland and Finland) are

the 1954 The Hagu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based on the use of collaborative digital platforms. Considering this situation,

Event of Armed Conflict) and then by the 1972 World Heritage Convention.

this chapter seeks to investigate the contradictory relationship between the

While these conventions are meant to protect cultural and natural property of

inventori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e concept of document defined

“great importance” (in the definition of 1954) or “exceptional universal value”

as “contents inscribed on fixed and permanent materials in an editorial or a

(in that of 1972), the 2003 Convention seeks to build a democratic system of

reading context” (Bachimont 2017, p.49, our translation). In particular, the

protection adapted to safeguard all living oral practices considered to be cultural

objective is to comprehend whether “the digital”, through its new forms of

heritage within the restricted limits of a community. While the 1954 and 1972

production and editing of documents, can solve the puzzle of intangible heritage

Conventions are based on traditional tools of recording and safeguarding, such as

protection by proposing new ways for recording collective life.

the inventory of protected items, drafted by expert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alls for new management tools that can contribute to safeguarding by respe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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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xt is organized in three parts. First, we study the paradox of using the

The concept of cultural heritage involves the idea of a legacy left by generations

inventory as a system for recording intangible heritage. To do this, we summarize

that precede us, and that we pass on to future generations. If we consider, for

the fundamental features of a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system

example, the definition given by UNESCO, cultural heritage is described as

by emphasizing the role that documentation, through the construction of lists

“our legacy from the past, what we live with today, and what we pass on to future

and inventory files, plays in recording and creating evidence of heritage objects.

generations.”1 Initially, the term “cultural heritage” mainly referred to material

We also consider the category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y highlighting

objects (sites, historic monuments, works of art, et cetera). In recent years, the

the elements that make it impossible to use traditional recording tools for its

word has been used well beyond these original contexts, ranging from the

protection. In the second section, we investigate the role played by digital media

extraordinary to the ordinary, from the sacred to the profane, from the material

in proposing a new recording system suitable to intangible heritage. We will rely

to the ideal, from culture to nature. Despite the massive expansion of these

on analysis of three digital projects for the inventory of intangible heritage: in

new forms of cultural heritage, the system of safeguarding has not evolved in

Scotland, France and Finland. The objective is neither to carry out a technological

a comparable way. For a long time and still today, the inventory has been the

or communicational audit of these platforms nor to conduct analysis in the

preferred tool for organizing and recording cultural heritage. Thanks to its

framework of the sociology of technology. By describing the objectives of these

capacity to classify and archive information, the inventory, which is nothing other

projects, we aim to immerse the reader in the issues affecting this sector. Finally,

than a type of list, remains the pivot of conservation action. Introduced into the

in the third section, we return to the concept of document and, in particular, we

cultural field by curiosity cabinets (Impey & MacGregor 1985), the technique of

consider the opposition between document and trace. The objective is to examine

the inventory has been extraordinarily successful with many institutions, such

the nature and normative power of documents generated by these new digital

as museums, archives and libraries. Capable of producing a massive and efficient

and collaborative inventory systems. For such a goal, it will be valuable to discuss

organization of information, the inventory has become the standard tool for

the distinction proposed by philosopher Maurizio Ferraris (2012) between strong

managing collections of material objects. If we consider the inventory as a list that

and weak documents, which seems particularly relevant in this context.

will keep in its memory what cannot be kept in the mind (Leroi-Gourhan 1964),
its origins can be traced back to the first writing systems (Goody 1977). It was

The Documentary Paradox of Intangible Heritage
1. The Inventory as Safeguarding System

then rapidly adopted in a variety of contexts to store and classify information.
A scientific list not only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 of a phenomenon, but also
defines the very nature of the phenomenon by giving it a new form (Latour 1987,
p. 96). Throughout the centuries, inventories have helped to organize species,

The category of cultural heritage, employed in the Middle Ages for labeling

diseases, books, monuments and knowledge in general. Whether as a catalog, an

private property, was soon extended to include public objects representing the

inventory, a directory, a dictionary or an encyclopedia, the classificatory power

collective identity that ought to be conserved for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lists shapes knowledge in numerous fields (Bowker and Leigh Sta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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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ventory has proved to be a particularly suitable tool for cultural

The Reflection Group succeeded in producing the Recommendation on the

heritage. In fact, there is a strong affinity between cultural heritage objects and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 in 1989, which evolved

inventories: “both depend on selection, both decontextualise their objects from

over the following years until the 2003 Convention. In the current version

their immediate surroundings and recontextualise them with reference to other

of the Conventi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2 is defined as “the practices,

things designated or listed” (Hafstein 2009, p. 93). For this reason, the inventory

representations, expressions, knowledge, skills – as well as the instruments,

has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governance of cultural properties, both

objects, artefacts and cultural spaces associated therewith – that communities,

in the management of information and in the selection of heritage. Regarding

groups and, in some cases, individuals recognize as part of their cultural

information management, the first private collections already had catalogs.

heritage” (Article 2 of the Convention). States have a duty to safeguard these

Using the model of naturalist collections, the inventory allowed the univocal

practices through various safeguarding actions and mainly through the

identification of the property, but also the coherent organization of data, their

preparation of national inventories. These inventories have three characteristics

recording and a monitoring of the object over time. Regarding the selection

that distinguish them from the system described above: (1) they must be drafted

process, no state can disregard the necessity of inventories of national treasures

by the community (and not by external experts); (2) they are not selective but

in order to preserve them for future generations (Francioni and Lenzerini 2006,

democratic by including all existing practices (without any selection based on

p. 35). Through inclusion in an inventory, cultural property becomes a document

value); (3) they must be living, in contrast to the fixity of the document.

that can be transmitted to future generations. Taking the example of Suzanne
Briet (1951, our translation), “the antelope that runs in the African plains cannot

Facing such a situation, Chérif Khaznadar (2014) makes two points.

be considered as a document ....But if it is captured ... and becomes an object

First, according to the author, the Convention, in order to protect a heritage

of study, then it is considered to be a document. It becomes physical proof.”

at risk of disappearance, defines a “UNESCO-style” safeguard system based

According to such a view, the document is a form of recording reality: it “is

on identification and documentation. Consequently, Khaznadar states: “The

evidence in support of a fact.”

convention can become a tool of museification and death” (2014, p. 28) and do
more harm than good to heritage. Secondly, Khaznadar attacks the representative

2. The Peculiarity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sts. These were created a few years after the validation of the Convention to give
visibility to the Convention itself. According to the initial discussion between

The origin of the concept of intangible heritage is rooted in the rejection of a

UNESCO and the States, such lists should include all practices considered

safeguarding system based on inventories, lists, classifications and hierarchies,

to be intangible heritage in order to respect the democratic principle of the

which appears inadequate to protect the cultural heritage of certain countries

Convention. However, because the secretariat could validate only a limited

such as Japan, Bolivia or Peru. In 1984 an initial meeting of experts was

number of applications per year, it was necessary to make a selection, and

organized within UNESCO to establish a program for “non-physical heritage.”

in order to avoid reproducing the selection methods of the World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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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it was decided that practices would be selected on the basis of their

with a view to safeguarding, each State Party shall draw up, in a manner geared

exemplarity rather than their outstanding universal value. Yet we find ourselves

to its own situation, one or more inventories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is case at the starting point with a selection defined by experts rather than

present in its territory. These inventories shall be regularly updated” (Article

by the “community.”

12). As Chiara Bortolotto (2008) points out in her institutional ethnography of
intangible heritage, the pragmatic solution that has been adopted to deal with

These two criticisms of the Convention raise the general question of

this “documentary tension” (Bachimont 2017) generated by the 2003 Convention

whether it is really possible to create a heritage paradigm that is an alternative

consists in developing an informal level of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to the traditional paradigm. As has been said, the latter is based on the

which differs from the formal level of the Convention text. In particular, the

transformation of cultural property into a document in order to guarantee its

author speaks about the “spirit” of the Convention:

transmission to future generations. Such transformation is carried out mainly
through the inclusion of the object in a list (the inventory), an action that would

“When questioned about the inventories, the ‘spirit’ of the Convention seems

determine the shift from the oral to the written form, from trace to document,

less attached to this process than the text of the Convention. While the text of the

and eventually to the death of the living practice. Can inventory be used while

Convention requires the creation of exhaustive inventories designed to identify the

respecting the living, informal and consensual quality of intangible heritage?

totality of the intangible heritage items of each country, the secretariat’s discourse

Or is it possible to identify other alternative tools that are not based on the fixed

seems to recognize that exhaustiveness is an unrealistic ambition, while admitting

nature of the written document?

the possible perfectibility of this tool subject to a structural incompleteness.”
(Bortolotto 2008, p. 19, our translation)

The UNESCO Convention proposes an initial answer to this question
through the Register of Good Safeguarding Practices. This list does not directly

At this informal level, two elements regain importance: the inventory

document a cultural practice but the activities intended to safeguard it. Yet this

that can be used as a document while recognizing its perfectible nature; and the

register has not aroused the interest of states and communities and today there

expert that can help institutions and communities to find viable safeguarding

are only 17 registered elements compared with the 365 on the Representative

solutions.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nd 47 on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The activities of promotion and valoriz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ssential to support the communities, surely do not impose the
crystallization of the practice, yet they do not seem to be able to play the function
of safeguard in the way inventories did for centuries. The Convention itself
stresses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inventories: “To ensure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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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Digital Media

way, respecting its evolution over time. Conversely, the inventory file (and also
the official UNESCO video) fixes the definition of the practice in a precise

1. Digital Media as Living Environment
Recently, digital media have emerged as a key player in safeguarding heritage. In
recent years, more and more institutions have relied on new digital technologies
to catalog their collections (Cameron and Robinson 2007). Information and
computerization systems have been built to digitize inventories and facilitate their
management. These systems not only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data, but also
contribute to standardizing the heritage selection process (Fraysse 2008). Digital
media have also attracted the attention of institutions in charg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mong them, two types of position can be identified.
Some institutions consider digital media to be the panacea of intangible
heritage protection. Surely one of the features of digital media is their power to
create a trace. All actions that go through them are voluntarily or involuntarily
tracked and recorded. This phenomenon has generated strong enthusiasm both
in the commercial world (through the Big Data phenomenon) and in research
with the explosion of computational social science. The basic idea behind these
phenomena is that digital data today constitute a source of information on
social life that can enable us to observe in vivo facts related to social interactions.
According to this viewpoint, in the case of intangible heritage, digital platforms
such as YouTube, Wikipedia or Facebook allow community members to
leave traces that could be used by the researcher or manager to build “living”
inventories. In fact, the inventory would already be there without the need
to build it. As an example, Sheenagh Pietrobruno (2013) analyses the case of
YouTube videos of the Mevlevi Sema ceremony. The scholar shows how the
videos make it possible to represent the ceremony in a much more participatory

temporal moment and with a precise political orientation (in this case, that of the
Turkish government which proposed its candidacy). Pietrobruno notes that
unofficial YouTube videos show certain ceremonial practices, for example, the
fact that today the ceremony can be performed by women in public and dressed
in colorful clothes, which is excluded by the official representation in which
women can dance only in private and dressed in white. Thus digital traces have
two important advantages: they are created by the community and they make
it possible to follow the evolution of practices over time. We shall return to this
point in the third part of this chapter.
Many other authors have a much more vigilant attitude towards digital
media, considering them to be not as useful for safeguarding intangible
heritage. According to this second viewpoint, traces available on the Internet,
such as YouTube videos, are only images of the practices and not the practices
themselves. Such images cannot be considered as a suitable way to safeguard living
heritage because they are always a way of fixing the practice in a given moment.
In fact, they do not really constitute a digital trace but digital data because they
have lost the link to their socio-material context of origin (Bachimont 2017).
Rather than arbitrating between these two positions, we prefer to adopt
an empirical approach through the analysis of case studies and then to return to
the concepts of trace and document. In the next paragraph we will present three
projects in which digital media have been used in a similar way to address the
documentary paradox of intangible heritage. In Scotland, France and Finland, the
national inventory is based on a collaborative digital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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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llaborative Digital Inventories of Intangible Heritage

system organized the content in a more structured way as in an inventory with

In 2008, Museums Galleries Scotland, an institution with more than 340 museums
and galleries, with the support of the Scottish Arts Council, funded a team of
researchers from Edinburgh Napier University to create an inventory of Scottish
intangible heritage. Alison and Alistair McCleery, who piloted the project,
decided to build a collaborative digital inventory (McCleery et al. 2008; McCleery
and McCleery 2017). Given the inadequacy of traditional methods and tools,
they chose to build a new platform using tools adapted to the new participatory
paradigm. To do this, they implemented two types of initiative: they created a
website based on a wiki and organized focus groups to enrich content. “The most
appropriate solution – the one that has been enabled to twin requirements of
accessibility and dynamism to be met – was a customized wiki” (McCleery and
McCleery 2016, p. 191). The fact of providing a deeply democratic (anyone can
modify) and living (modifications can be made at any time) digital tool is the
element that made this project unique. In its initial version, the online inventory
relied on Mediawiki software (http://www.mediawiki.org), which allows users to
create an account and add or edit an item. The Scottish wiki could be modified by
either authorized or anonymous users. However, modifications by users external
to the project were rare and use of the discussion page, which should facilitate
exchanges between users, was practically nonexistent. After some years, the
project was taken over directly by Museums Galleries Scotland. The wiki, with
its rather homemade appearance, was replaced by a more professional content
management system (Drupal), which attempted to reproduce the democratic
beginnings of the original project. Anonymous access was no longer possible
and the discussion page was deleted, but the institution relied on a “Wikimedian
in Residence” to encourage participation in the wiki and moderate contributions
(Orr and Thomas 2017). While maintaining the flexibility of a wiki, this new

the presence of fixed fields that had to be completed for each element (such as
category3 and location) and tags that could be added by users (region, time,
support, et cetera).
In France, Ethnopôle InOc Aquitaine is in charge of the digital inventory
of intangible heritage. This institution decided to manage the documentary
paradox by opting for two parallel solutions: (1) Migrating the files of the
national inventory directly to Wikipedia. The content of each file was published
on Wikipedia either by adding to an existing page or by creating a new one. The
link to the inventory was indicated by an infobox in the top right; (2) moreover,
the files were published on a dedicated website (www.pci-lab.fr), which has just
been put online (October 2017). The strength of this project is its attention to
the semantic web. The data are structured in connection with Wikidata (Casteret
and Larché 2017). According to the spirit of Wikipedia, participation in the
inventory is facilitated through the organization of contributory days (Wikipedia
workshops or editathon). Publishing files on the world's largest collaborative
platform makes the inventory potentially open to anyone at any time. Moreover,
unlike the Scottish project, users do not need to learn the rules of a specific
platform, they must simply comply with Wikipedia’s method of conduct.
However, such organization raises very complex questions about content
moderation.
“This presupposes, under the aegis of the ministry, a shared governance
and the implementation of a collective animation of the tool by favoring the
circulation between local and national dynamics for the valorization of intangible
heritage. Collaboration is also the outcome of interaction between the website and
Wikipedia: the French inventories evolve over time, but only within the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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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 process piloted by the ministry, as the PciLab website does not allow inventory

cause-effect link between the chosen medium and the type of safeguarding

modification. On the other hand, it aims to stimulate contributions to Wikipedia,

action guaranteed by the inventory, but it also admits the existence of a difference

which already relies on a dynamic community.” (Casteret and Larché 2017, p. 158-

between the action of traditional inventories and that of new digital inventories.

159, our translation)

Second, among digital solutions available, the institution identifies the wiki as
the only tool capable of providing accessibility and fluidity to an inventory of

To sum up, the French system is based on a delicate balance between a

intangible heritage that must be living and open to its community. Indeed, the

website that is not open to publishing, and Wikipedia pages that are open to all

main features that distinguish the wiki from other web-based content publishing

and where the ministry cannot play the role of moderator. From our viewpoint,

systems are: (1) the fact that it is open to publishing and facilitates the creation

this duplicity reproduces the documentary ambiguity of a traditional inventory,

of shared knowledge (Aguiton and Cardon 2007). Content can be modified not

but we shall return to this point in the final part of this chapter.

only by site managers but also by users; (2) the fact that it tracks any change; (3)
the fact that it can provide a discussion page for each page of the wiki. Indeed,

The third example is the Finnish inventory. This inventory is also based on

the pages of a wiki can be considered a new type of document that does not

a collaborative digital platform available online since February 2016. The National

have the stability of the classical document. Thus, in all three cases, the choice

Council of Antiquities has chosen a wiki (Wiki-inventory for Living Heritage)

of a digital platform based on a wiki can be interpreted as a response to the

based on MediaWiki software. The wiki can be modified only by registered users,

documentary paradox.4

but the registration form is open to all. The wiki is believed to animate democratic
discussion around candidacies. The National Council of Antiquities serves as
moderator and administrator of the platform. It may request changes to the
proposed texts or delete inappropriate ones. However, the overall Finnish system

Between Document and Trace, the Inventory as a Weak
Document

for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heritage is not completely open like the wiki is.

Considering the proposed case studies, two theoretical questions merit further

In fact, it relies on the creation of small circles of people linked to each heritage

attention. First, we aim to investigate the documentary nature of wiki pages and,

category and on a group of experts who play a leading role in the heritage

more generally, the ability of the internet to create new types of document, or

selection process. Today the link between these actors and the wiki is unclear.

better signs, that do not have the fixity of the document in its classic definition
(Otlet 1934; Briet 1951; Buckland 1997). To do so, it becomes worthwhile

These examples provide us with two interesting points for our argument.

to review the distinction between digital document and digital trace and to

First, in all three cases, the institution in charge of cultural heritage has chosen

consider on which side of the scale contributions to a wiki go. Second, if we

the Internet as the ideal medium for building a more transparent and democratic

can recognize the existence of a new type of document, it will be necessary to

inventory. In this way, not only does the institution admit the existence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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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its normative power. In other words, can these new wiki-inventories be

inscription of an act having its own agency, where the weak document is only

as effective in safeguarding cultural heritage as traditional inventories?

proof. The author explains: “In this scheme, a document in the strong sense is
mostly linked to writing, while one in the weak sense may be, as in the case of

Considering the limits of this chapter, we would like to focus our attention

traces and discoveries, connected rather to archiwriting” (Ferraris 2012, p. 267).

on the contribution of Italian philosopher Maurizio Ferraris on this issue. In his

Archiwriting is writing around writing; it embraces “the thousands of ways we

theory of documentality (2012), a document is a social object, an “inscribed act.”

keep track of everyday experience and the world around us” (Ferraris 2012, p.

Social reality is based on documents. Using Derrida against Searle, and Searle

207): rituality, memory, animal traces, et cetera.

against Derrida, he attributes an ontological priority, but just in the social world,
to registration, inscription, and writing over communication and orality. He also

If we return to consider our case studies, we can develop two points.

introduces the “documentary pyramid,” where documents are situated above

First, the distinction between digital trace and digital document is less relevant

three other layers: (1) the trace, which is the basis of the pyramid, is a sign that

than expected. The contribution published on a wiki is the result of the passage

has been generated by events, without signification or intention; (2) the trace

from trace to registration (the platform makes it possible to record any change)

becomes the registration when it is generated by a support that is designed to

and then from registration to inscription (the wiki is a collective and intentional

preserve it over time: for example the recordings of a camera or a microphone,

system). This allows us to explain why cultural heritage’s institutions are so

but also something memorized passively in the brain. Registrations must be

attracted to participatory digital platforms: they create inscriptions that do not

accessible to at least one person; (3) then, registration becomes inscription when

have the fixedness of the document but which, at the same time, maintain social

its knowledge is intentionally shared with at least two people and becomes

value and permanence over time well above the trace5. Second, the distinction

a social fact. The intention to leave a sign differentiates inscriptions from

between strong and weak document allows us to question the relationship

recordings; (4) finally, inscription becomes document when the trace obtains

between these wikis and their institutional value and, consequently, their

an institutional form, and it is precisely the institutionalization that leads to the

safeguarding power. The concept of weak document is particularly appropriate

fixation of the trace.

for describ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wiki: its dynamism and openness, as well
as its weakness with regard to its social and institutional action.

Another important element, for our purposes, is the distinction Ferraris
proposes between weak and strong documents. A document in the strong

These are two sides of the same phenomenon. It can be effectively observed

sense (the legal document) is the inscription of an act. A document in the

in the three case studies that we propose: in each one, the wiki is proposed as

weak sense is the recording of a fact. Weak and strong documents both have

a solution to avoiding the fixity of the document; but, at the same time, this

social value. Yet, the strong document also has normative, institutional and

solution always loses institutional power. In all three cases, the institution seems

political value. From an ontological point of view, the strong document is the

to “feel” this tension between weak and strong documents, between a social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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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normative weakness, and in all three cases, seeks to overcome the obstacle

a power .... The weak document is the document that only keeps track of what

with idiosyncratic solutions. For this reason, the first Scottish wiki, which was

happened …. These documents have a simple informational and not normative

completely open and based on Mediawiki, was replaced by a “fake” wiki, which

power” (2015, chap. Il potenziamento tecnologico: la rete, our translation). A

was controlled and easier to moderate. And this is also the reason why in France

little further, he states: “the web is a performative system, not merely descriptive

the safeguarding system is based on a separate website that contains the official

system.” He therefore recognizes in web documents a social force even if they do

inventory and is not open to publication. Similarly, in Finland, the wiki favors

not have an explicit normative value.

discussion around candidacies, wherea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n element is
always established outside the digital platform.

While the opposition between social force and the “force of law”6 is not
new, what is interesting is the fragility of the border separating these two. As

Considering all this, these new platforms do not seem to constitute a

Wittgenstein (1986) points out in relation to language, while we can distinguish

definitive solution to the documentary paradox. They are, rather, a workaround

between the rules of language, on the one hand, and everyday use on the other,

and, at the same time, display a desire for openness and transparency that is not

items of everyday use are quite often integrated into the normative system of

really achievable in today’s cultural heritage system.

language and become essential for its comprehension.

Yet, on the basis of Ferraris’ book Mobilitazione Totale (2015) – a

Similarly, we do not know exactly what the normative effects of digital

previous and shorter version of the thesis contained in this book is available in

inventories of intangible heritage will be in the future. Today, they fall into

English in Ferraris (2014) – we can take this reflection even further. In this text,

the category of weak documents, compared with the traditional legal system

the philosopher applies his theory of documentality to contemporary society,

of safeguarding. Nevertheless, digital technologies constitute a power system,

dominated by new digital technologies. According to him, the use of digital

which, through its affordances, could put into crisis the distinction between weak

technologies always corresponds to a call to action that has normative value.

and strong document and thus facilitate the transformation of the social force

Digital devices that go by the acronym ARMI (which stands for “Apparecchi di

of inventories into the force of law. Yet, in this case, would it be only a question

Registrazione e Mobilitazione dell’Intenzionalità”, “Devices for the Registration

of time – the time needed to recognize the authority and normative value of a

and Mobilization of Intentionality”, but which also means “weapons” in Italian)

wiki, in this case – or rather one of the manifestations of the conflict, always

generate a system of “total recording” that leads to the total mobilization of

unresolved, between the social and the institutional?

human beings. The Internet is seen as an accelerator of documentality that makes
recording and registration limitless. All that is online, is then a document. But is
it a strong or a weak document? In Mobilitazione Totale, Ferraris redefines this
distinction in these terms: “The strong document is the document that ow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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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미 꽤 오랜 세월을 무형문화유산의 새로운 시대 속에서 살고 있어왔다.
급속도로 사라지는 생활 양식들, 지구화, 기후변화, 정치적 변화, 새로운 통신 기
술, 그리고 이제 찾아온 전지구적 팬데믹 등으로 인해 문화적 패턴, 활동 및 지식
이 끊임없이 파괴, 변화 및 창조되고 있다. 인간 역사 속 첫 문화적 표현의 등장부
터 이러한 과정들은 계속 이어져 왔지만 지난 두 세기 동안 점진적인 세대간 변
화에서 갈수록 더 작아지는 하위세대 집단 위주의 신속한 변화로 가속화되어 왔
다. 이러한 과정들의 영향력 역시 새로운 사회성과 공간적 인접성 없는 공유된
경험을 만들고 촉진시키는 새로운 통신 방식의 등장으로 인해 확장되었다. 따라
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기술 및 서사를 수집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용과 경험의
맥락 속에서 무형문화유산을 기록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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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는 아주 오래된 인간의 창조물에게 붙여진 비교적으로 새로운 용어

박물관이나 도서관 등 유형유산기관은 개별 사물을 기술 및 분류하는데 초점이

(1960년대)이다. 교과서적 정의는 “다른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같은 것이지

맞춰진 메타데이터를 지니고 있다. 추상화된 원형적 분류는 흔히 메타데이터 그

만,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에 대해 기술하는 기록(Research Data Management

자체로, 사물들의 한 집합을 엮는 실의 역할을 한다. 무형문화유산 기록화에서

Service Group, nodate)이다. 메타데이터에 대한 Greenberg(2003)의 기능적

중심 단위는 원형이며 구체적인 예시는 원형을 기록하는 사례로 제시된다. 구체

정의는 지정된 대상과 관련된 기능을 지원하는 체계화된 데이터이다. 메타데이

적이고 예시화된 사례가 필요하긴 하지만 해당되는 보편적인 무형문화유산에 대

터 없이는 행동에 대한 기록도, 직접적인 경험도 문화적 관습, 지식 및 기술을 포

한 일종의 메타데이터로 작용한다. 유형문화유산은 사물에 초점을 맞추며 사물

착하기에 부족하다. 메타데이터라고 하면 흔히 도서관, 박물관 및 고객 데이터베

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부수적이다. 무형문화유산은 행위, 민족학적 과정에 초

이스를 떠올린다. 그러나 메타데이터는 이보다 훨씬 널리 퍼져있는 개념으로 사

점을 맞추며 구체적인 예시는 민족학적 원형의 사례로 본다. 따라서 무형문화유

물과 과정의 경험에 대해 인지된 성질에 기반한 추상적 분류라고 볼 수 있다. 인

산 메타데이터는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을 기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만들어

간 언어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주변 세계에 대한 복잡하고 세부적인 메타데이

지는 것은 바구니 등 유형적인 사물 또는 혼인 등 무형적인 것일 수도 있다. 이는

터를 기술하는 주요 수단이다. 언어는 상향식 행동 및 존재(현상)의 생성 및 현상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이다. 이메일 묶음

에 부여되고 흔히 현상을 변화시키는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하향식 관념적 분류

과 같이 유형적인 인공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공물이 만들어지게 된

및 관계를 반영한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무형문화유산의 한 예인 경우가 많다.

문화적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명확한 분류 없이는 학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인간 영역의 경우에는 학
습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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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elations Area Files 및 모태조직인 Yale Institute of Human

세계문화개요(Outline of World Cultures)는 해당 민족지와 관련된 집단을 특

Relations(IHR)는 무형문화유산의 대규모 큐레이팅을 시도한 첫 사례 중 하나였

정하는데 필수적인 메타데이터를 제공한다. 많은 집단들은 다수의 명칭을 지니

다. 1929년에 설립된 IHR이 Cross-Cultural Survey(비교문화조사)를 만들었고

고 있으며 세계문화개요에는 (선호되는) 표준 명칭으로 통일한다. 선호되는 명칭

1949년도에는 Cross-Cultural Survey를 더 널리 추진하기 위해 HRAF가 설립되

들이 변경되기도 했는데 이는 주로 토착민 집단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었다. HRAF 디지털판은 현재 360개 사회에 대한 7,000건 이상의 민족학적 문헌

HRAF에서 큐레이팅하는 문서들에는 다양한 민족명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모

을 큐레이팅하며, 총 분량은 100만장 가량이다. 1935년 Cross-Cultural Survey

든 민족명이 유지되고 있다. 세계문화개요는 HRAF가 큐레이팅하는 360개 사회

로 처음 만들어졌던 때부터 각 페이지와 문단마다 HRAF 분석자들이 메타데이터

보다 더 많은 집단들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는 기타 서비스 기관에

를 적용해두었다. 여러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기억기관으로 불리기도 하는 HRAF

서 사용가치를 지닐 수도 있다. 향후 공개적 세계문화개요(OWC) 서비스를 발표

는 정보의 보존을 넘은 재사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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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료개요의 각 용어는 정의되어 있다. 이 정의들은 문화자료개요가 처음 만
들어진 후 85년의 세월 동안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시 수정
되어왔다.

HRAF 컬렉션의 또 다른 주요 메타데이터는 문화자료개요(OCM)로서, 원래는
Cross-Cultural Survey를 위해 개발된 동의어 사전으로 755개 용어가 그룹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각 용어는 숫자코드가 부여되고 HRAF 분석자들이 이 숫자코
드를 텍스트에 문단 단위로 적용한다. 텍스트의 한 속성으로 OCM은 해당 텍스
트가 어떠한 종류의 무형문화유산 과정에 대한 것인지 알려준다.

각 페이지마다 문화자료개요(OCM)에 기반한 메타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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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메타데이터는 페이지 상단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각 페이지가 해당
권 내 위치와 상관없이 단독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메타데이터는 무형문화유산 수집, 처리 및 배치가 주로 전문가의 직접적인 개입
으로 이뤄지는 양상에서 탈피하고 이러한 기능을 비전문가들도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의 일환이다. 메타데이터는 표면적으로나마 전문가들이 무형문화유
“무형문화유산의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는 주 원인은 많은 무형문화유산이 직

산에 대해 지닌 지식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메타데이터를 기존의 전문가들에

면한 어려움으로 인한 필요, 기록해야 하는 새로운 무형문화유산 형태들의 등장,

게서 도출한다. 다양한 무형문화유산 영역에 대해 잘 발달된 메타데이터 모델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직면할 어려움에 대응하는데 있어 원형적 무형문화유산의

개발하는 것만으로도 비전문가들에게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다.

잠재적 유용성이 있다. 과거 무형문화유산은 주로 현재 이슈와 문제점들이 무형
문화유산 지식을 적용하는데 다양한 역할들을 가진 전문가 공동체가 기록 및 사

지난 20년간 분류 메타데이터 및 내포된 언어 인공물을 메타데이터로 취급하는

용해왔다. 그러나 이는 높은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전산언어학을 위한 기계학습 개발에 혁명이 일어났다. 이러한 전산적 도구들에

HRAF는 컬렉션을 큐레이팅 및 배포하기 위해 미화 200만 달러의 예산을 사용한

전문가 도출 메타데이터를 포함하면 보다 더 잘 작동될 수 있을 것이며, 충분한

다. HRAF가 현재 큐레이팅하는 무형문화유산을 수집 및 생성하는 비용을 환산

사례량이 확보되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 전문가와 비슷한 수준의 판단을 내릴

하면 10억 달러에 근접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 기용은 다양한 유/무형문화유산

수 있도록 전산적 모델이 진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로서 한 영역 내 개별 전문

의 컬렉션을 이해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자원임에도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가의 수행이 작게나마 전산적 모델에 전달되어 전문가가 처리할 수 없는 방대한
양의 자료에 적용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전문가의 지식을 비전문가에게 공유하
여 각자 의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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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자와 전문가 간을 조율하기보다 무형문화유산 연행자와의 직접적인 상호

기계학습을 통해 초기적 규칙을 유도 후, 소스와 반복 작업을 통해 규칙들을 보

작용을 통해 직접 무형문화유산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가능

다 널리 적용할 수 있게 정제한다. 이러한 기계학습 도구들은 자주 등장할 정도

성이 있다. 예를 들면 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 Oxford의 Sukaina

로 유용하지만 사례의 과도한 유발이 일어날만큼 흔하지는 않은 용어를 찾는 비

Bharwani는 1998년부터 농부 및 기타 현지 자원 사용자들과 함께 작업을 통해

교적 간단한 분류 원칙을 사용한다.

농업, 수자원 통제, 산림 자원 보존 및 사용 등 영역의 지식을 Expert System 모
델로 만들어왔다. 이것은 일련의 인터뷰로 이루어지며, 초기 판단을 수집한 다

전산적 시뮬레이션(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은 무형문화유산이 기관 내에서만이

음, 이에서 도출되는 현지 지식을 반영하는 규칙들로부터 반복 생성한다. 결과물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보전되는데 일조하여 무형문화유산 보급의 수단으로 활

은 90% 이상의 경우에서 소스와 일치하며, 병렬되지 않고 상호작용하는 규칙들

용될 수 있다. 사물인터넷(IoT)은 사용자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조명을 켜주는 전

을 사용하여 결과물이 도출된다.

화기 등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다. 갈수록 더 많은 센서들과 트랜스듀서들이 정보
를 수집하고 환경에 정보를 적용하게 될 것이다. 기계학습과 이로 도출되는 메타
데이터는 사물인터넷의 유용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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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Lecture

Adapting to the New Era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ith Metadata

Michael Fischer
Vice-President of Human Relations Area Files

We have been in the midst of a new era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r quite
some time. Rapidly vanishing ways of life, globalisation, climate change, political
change, new communications technologies, and now a global pandemic, are
destroying, modifying and creating cultural patterns, activities and knowledge
continuously. Although these processes have been ongoing since the first cultural
expressions emerged early in the ancestry of humans, these have accelerated over
the past two centuries from gradual generational change to increasingly rapid
change over increasingly small sub-generational cohorts. The impacts of these
processes have expanded due to major changes in communication, which can
spawn and nurture new forms of sociality and shared experience without spatial
contiguity. So it has become increasingly imperative to not just collect descriptive
and narrative accounts of ICH, but to further document ICH within its context
of use and experience.

Metadata is a relatively new term (1960s) for a very old human creation.
The textbook definition is something like “data about other data” … metadata is
documentation that describes data (Research Data Management Service Group,
no date). Greenberg’s (2003) functional definition of metadata is structured
data that supports functions associated with a designated object. Without
metadata, a record of behaviour, and even firsthand experience, is not sufficient
to capture cultural practices, knowledge and skills. Metadata is often associated
with libraries, museums and customer databases. But it is a far more pervasive
concept: abstract classification based on perceived qualities of experience with
objects and processes. Human language is the main means by which people
describe and animate complex and detailed metadata about their lives and the
world around them. Language reflects the juncture of bottom up generation of
behaviour and presence (phenomena), and top down conceptual categories and
relationships which are imposed on phenomena, which often invoke responses
that modify the phenomena. The outcome is often an instance of ICH. Without
explicit classification learning is difficult, and for many human domains,
im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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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es of Tangible Cultural Heritage, such as museums or libraries,

The Human Relations Area Files, and its parent, Yale’s Institute of Human

have metadata that is often oriented to describing and classifying individual

Relations (IHR), was one of the first attempts to curate ICH on a large scale.

objects - the abstract archetypical classification is often more or less metadata,

The IHR was established in 1929, and created the Cross-Cultural Survey. In

a connecting thread for a set of objects. In documenting ICH the archetype is

1949 HRAF was founded to promote the Cross-Cultural Survey on a broader

the focal unit, and specific instances are given as examples that document the

scale. Currently the digital version of HRAF curates over 7000 ethnographic

archetype, rather than the focus of attention. Specific, instantiated, examples

documents covering 360 societies, with a total of around a million pages. Since

are needed, but these often serve more as a kind of metadata relating to the

its inception as the Cross-Cultural Survey in 1935, metadata has been applied to

generic ICH these are an instance of. Where 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each page and paragraph by professional HRAF analysts. HRAF, like so many

concerned with things, and the processes of their making is secondary, ICH

organisations sometimes referenced as ‘memory institutions’, is focused on reuse

focuses on DOING things, ethnological processes, and specific instances are

of information, not just its preservation.

examples of ethnological archetypes. Thus metadata in ICH is largely oriented
to documenting processes for making things, whether tangible, such as a basket,
or intangible such as a marriage. This is more so in the digital age we now find
ourselves inhabiting. Understanding tangible artefacts such as a collection of
emails rely on understanding the cultural processes these are a produc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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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utline of World Cultures provides critical metadata for identifying

The other critical metadata for HRAF collection is the Outline of Cultural

the group associated with the ethnography. Many groups have many different

Materials (OCM), originally a thesaurus developed for the the Cross-Cultural

names, and the OWC normalises these to a standard ‘preferred’ name. These

Survey with 755 terms organised into groups. Each is assigned a numeric label,

have changed over the years, often in response to indigenous groups requests.

and it is this which is applied by HRAF analysts to the text on a paragraph by

But all the ethnonyms are retained as these are used in various documents HRAF

paragraph basis. As an attribute of the text, the OCM indicates what kinds of

curates. The OWC covers many more groups than the 360 societies HRAF

ICH processes a given text refers to.

curates, so may be of value to other providers. We will be releasing a public
OWC service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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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of the terms in the OCM is defined. These definitions have changed

It contained other metadata across the top of the page. This insured

occasionally to reflect a more detailed understanding that has arisen over the

that each page could be processed independently of its position in a particular

past 85 years since the inception of the OCM.

volume.

Each page contained topical metadata associated with the text, based on
the Outline of Cultural Materials.

The main reasons for declaring a “New Era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e a greater need due to pressure on much ICH, many new forms of
ICH to document, and more potential relevance for potentially any archetype
of ICH to deal with future challenges we will face. In the past ICH has largely
been documented and used by communities of experts, who established various
roles in applying knowledge of ICH to current issues and problems. But this
is an expensive and slow enterprise. For example, HRAF requires a budget of
around 2 million US$ per annum to curate and disseminate its collection. The
cost of collecting and producing the ICH HRAF curates, in today’s dollars is in
the neighbourhood of a billion dollars. And employing the current model of
experts, is gravely under-utilised for a resource that could illuminate many other
collections of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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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data is part of the solution to breaking away from primarily direct

Indeed, some of the most exciting prospects for enhancing ICH arise

expert mediation of ICH collection, processing and deployment, to an approach

from the prospect of directing interacting with performers of ICH to create ICH

where all of these functions can be performed by non-experts. This metadata

data and metadata directly, rather than mediating between a performer and an

is derived from existing experts, for at least nominally metadata can represent

expert. For example, Sukaina Bharwani, of the 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

the kinds of knowledge that experts possess about ICH. Just the development

Oxford, has since 1998 been working directly with farmers and other local

of solid metadata models for different ICH domains make the domains more

resource users to produce Expert System models of their knowledge relating to

accessible to non-experts.

domains such as agriculture, water regulation and conservation or use of forest
resources. This is done with a set of interviews, to collect initial judgements, and

But over the past two decades there has been a revolution in the

then iteratively on the resulting ‘rules’ that reflect local knowledge. The outcome

development of machine learning for classificatory metadata and computational

is good, usually agreeing with the original source over 90% of the time, using

linguistics for treating embedded language artefacts as metadata. Perhaps, more

rules that are unsequenced but which interact together to produce the outcomes.

critically, these computational tools can perform much better with the inclusion
of expert-derived metadata, and with sufficient examples computational models
can be evolved that can make similar judgements of similar quality to new data.
At least in this small degree individual expert performances within a domain
can be imparted to a computational model that can be applied to much more
material than the expert could every process, and effectively put this expertise
into the hands of non-experts to deploy for their own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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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가치투자모델

조지 가차라
아프리카 HEVA Fund LLP 이사

21세기의 첫 10년 동안, 아프리카 전역의 도시에서 문화 및 창의 산업이 크게 출
Her results are achieved using a combination of machine learning to

현하게 되었고, 이는 아프리카 르네상스의 상징이 되었다. 1인당 가구 소득이 성

induce initial rules, and then iteratively working with the source to refine these

장하였고, 도시 공간이 발 빠르게 변모하였으며, 디지털 기술이 개발되었고 디아

rules for more general use. These machine learning tools work through relatively

스포라가 널리 확대되었다. 또한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증가하며 큰 영향을 미쳤

simple principles of classification, finding terms common enough to be useful,

다. 동시에 이 문화의 르네상스에서 가장 주축이 되었던 것은 자긍심이었다. 아

but not so common that excessive ‘lumping’ of cases occurs.

프리카 젊은이들의 역동성과 혁신에 의해 추진된 다른 문화 상품 및 경험들과 함

Computational simulations(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can
serve as a means of dissemination of ICH, assisting in its conservation in people,
and not just in institutions. The Internet of Things is already in play, starting with
phones that answer questions for you or turn on your lights. The environment
will increasingly be littered with sensors and transducers to both collect
information and to apply information to the environment. Machine learning and

께 음악, 영화, 게임, 패션, 현대미술 등을 통해 문화 표현의 방법들이 모색되고
탄생하였다.
카메룬의 유명한 철학자 아킬 음베베는 그의 논문 <새로운 세기의 아프리카>에
서 이 르네상스 과정이 ‘두 가지 평행한 발전의 융합에 의해 훨씬 더 강력해졌다’
고 말한다. 하나는 정보화 시대의 디지털 기술의 출현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의

the derived metadata from this process will greatly influence both how useful (or

금융화이다. 유럽 전역에서 젊은 남성과 여성은 디자인, 언어 인벤토리, 음악 스

unuseful) the IoT will be.

타일과 시, 전통 공예, 치유와 안녕, 음식 준비와 요리, 시각 언어, 스토리텔링에
서 그들의 문화적 자산과 지식을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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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다양한 예술가, 장인 및 창의산업 종사자들의 발명과 표현으로부터 영감

2020년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깊은 충격과 혼란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영향은

을 받았다. 나이지리아의 버나 보이, 케냐의 시각 예술가 사이러스 카비루, 남아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속도를 늦출 뿐만 아니라 ‘평소처럼 사

프리카 공화국의 라두마 응소콜로, 유명한 브랜드 맥호사의 레니 폴라위요, 나이

업을 진행하자’는 자세에도 비판적인 질문을 불러일으키게 했다. 이러한 의문을

지리아 패션 컨셉트 스토어 알라라의 설립자, 라고스 패션위크의 선구자이자 촉

제기하며 그동안 문화와 창의산업의 현실을 짚어보기도 했다. 우리는 음악도 듣

매제인 오모예미 아켈레, 에티오피아의 레더 디자이너 에티오피아의 미술 사진

고 영화도 보고, 아이들도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집 안

작가 아이다 물루네, 마키 오의 아마카 오사크웨 디자이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에서 이루어지는 의식과 함께 즐겼던 음식 그리고 전통 관습을 보전했다. 이는

음악 프로듀서이자 DJ인 에스더 말란구 등이 있다. 이러한 주목할 만한 사람들

문화와 창의산업의 힘을 더욱 일깨워주었다.

외에도, 창조적이고 문화적인 산업 내에서 상호 연결된 기업과 사업체의 수많은
설립자들이 대륙 전역에 있다. 이들을 통해 수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생계와

이는 아프리카 창의산업의 생존 가능성을 확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

개인적 성취를 제공하게 된다.

며, 아프리카 르네상스의 기회를 받아들여 예술가 및 사업체에 대한 투자가 이루
어지고, 지역사회에 그들의 권위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문화와 창의산업이

창의산업에 대한 수요의 급증은 다양한 기관의 관심을 끌었고, 그들로부터 초기

갖고 있는 역동성과 활력은 분명히 개발도상국과 아프리카에서 중요한 힘을 발

의 몇 가지 확약을 이끌어냈다. 예컨대,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의 패션·영화·ICT

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예술가, 창작자들에게 더 많은 투자 지원 및

및 음악에 대한 창의산업 재정 계획, 아프리카 개발은행의 패션 투자 프로그램,

해당 산업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Afrexim Bank의 창의산업 시설, HEVA Fund의 영화·음악·게임·패션에 대한 다
양한 투자 시설 등이 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은 상업적 투자와 정부의 호의적
인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문화 및 창의 산업에 대한 신뢰가 증대되
고 있음을 보여준다.

HEVA Fund
케냐의 HEVA Fund는 지난 8년 동안 전통부터 현대를 아우르는 음악 산업이 성
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또한 장편에서 단편을 넘나드는 다양한 영화 제작

창의산업은 시장 역동성에 의해 구체화되지만 동시에 대중과 지역사회를 위한

을 위한 작품 활동에 도움을 주었고 공동체의 역량 강화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초월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술적 관행과 상업

않았다. 문화와 유산의 스토리를 활용하여 콘솔 게이밍 및 모바일 게임을 개발할

적 가치 사이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에게 확신, 자신감, 긍정적인 행복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패션, 섬유, 문화, 축제, 연극 등 다방면에서 지원해왔다.

준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탈식민지화의 활기찬 담론을 이끌며 이에 국한되지 않

그리고 문화 창의산업에 대한 맞춤화된 금융 솔루션을 통해 재정 지원도 이루어

는 주관적인 보상으로 계속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도 무형

졌다.

문화유산이 지역공동체 내에서 지속되며 산업 자체의 회복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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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점차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역량과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고, 새

망, 무형문화유산 전승 등에 대한 압박(그리고 붕괴)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로운 잠재 고객을 찾아나가며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지원을

방치한다면, 불행하게도, 많은 관습이 붕괴되며 심각한 실직으로 이어질 것이다.

바탕으로 그들의 일을 체계화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여성과 청년의 참여가 확

그러나 필요한 투자, 비즈니스 지원 및 혁신을 통해 다음의 네 가지 기민한 대응

대될 수 있게 되었고, 문학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예술가가 탄생하였다. 점

을 통해 차차 되살아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차 새로운 관행과 연행들이 주류화되며 연행자와 예술가 사이에서도 자긍심을
●

구식 규범에 의문을 제기한다.

●

실험과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현실을 이해한다.

지난 8년 동안 활동을 하며 ‘포용’이 중요함을 느꼈다; 성별을 포함하고 노인과

●

운영을 안정화시킨다.

청년이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난민 공동체와 소외·

●

새로운 포지션을 재발견한다.

느끼게 되었다.

고립된 공동체를 어떻게 참여시킬 수 있는가? 이뿐만 아니라 ‘보호’ 역시 매우 중
요한 부분이다; 전통 관행과 유산을 어떻게 현대에서도 보호 및 보전하여 이어나

그러므로 이들이 새로운 성장을 찾고,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고, 무형문화유산의

가게 할 수 있는가? ‘융합과 통합’ 역시 중요한 전략이다; 공동체가 개인화되고

새로운 혜택을 발견할 수 있다.

있는 상황에서 무형문화유산이 어떻게 사회적인 연대를 증대할 수 있을 것인가?
지역사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무형문화유산의 영역을 계속해서 재정화하는
방법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문화와 창의 활동에 있어서
공동체가 갖고 있는 지분과 권리를 왜곡하거나 와해시키지 않으면서 금융 지원
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
앞으로의 10년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마
련을 해야 된다는 점이다. 상업적인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메커니즘도
필요하다. 그 외에도 윤리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문화 창의산업은 무형문화유
산을 계속 성장시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산업을 촉진해야 한다. 따라서 다
음 수십 년은 아프리카의 문화와 창의 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해에는 이 비상 사태로 인해 관습, 비즈니스 모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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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ing and wellness practices, food preparation and cuisines, visual languages,

Developing/Exploring the Social Investment Models for the
Sustainability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storytelling — to break the glass ceiling, and to make their mark in the
continent and around the world.
We have been inspired by the inventions and expressions of the

George Gachara
Managing Partner of HEVA Fund LLP

constellations of artists, artisans and creative practitioners, including; Nigeria’s
Burna Boy, Kenya’s visual artist Cyrus Kabiru, South Africa’s Laduma Ngxokolo
of the eminent brand Maxhosa; Reni Folawiyo founder of Alara, the distinctive
Nigerian fashion concept store; Omoyemi Akerele, pioneer and catalyst of
Lagos Fashion Week; Ethiopia’s leather designer Meron Seid; Lola Pedro,

In the first decade of the 21st century, the increasing visibility of cultural and

Nigeria’s brewer of the Pedro’s Premium Ogogoro or cane spirit; Ethiopia’s fine

creative industries in cities across Africa has been emblematic of the African

art photographer Aida Muluneh, Amaka Osakwe designer at Maki Oh, Painter

renaissance — characterized by the growth of per capita and household

Esther Mahlangu, South Africa’s music producer and DJ, Nkosinathi Innocent

incomes, the aggressive transformation of urban spaces, rapid adoption of

Maphumulo (also known as Black Coffee), to Nigeria’s writer Chimamanda

digital communication, growing diaspora remittances and increased foreign

Ngozi Adichie, among thousands of others.

direct investment. Most of all, there has been a growing sense of self-esteem
and vastly improved and globally consumed cultural expression through music,

Alongside these notable up-shoots, there are countless other founders in

film, gaming, fashion and contemporary art, and other cultural products and

cities across the continent who make up a galaxy of interconnected enterprises,

experiences driven by the dynamism and innovation of Africa’s young men and

ventures, gigs, and hustles which we refer to as the creative and cultural

women.

industries. These in-turn provide livelihoods and personal fulfillment to millions
more while defining contemporary urban lifestyles as they serve their fellow

The renowned Cameroonian philosopher Achille Mbebe, in his paper,

citizens at home and abroad.

Africa in The New Century, says that this renaissance process “has been rendered
even more powerful by its convergence with two parallel developments. The

This surge has also attracted cautious institutional interest with early

first is the emergence of the digital technologies of the information age, and

commitments coming from, among others, the creative industry finance

the second is the financialization of the economy”. Across the continent, young

initiative for Fashion, Film, ICT and Music by the Central Bank of Nigeria;

men and women continue to leverage their cultural assets and knowledge —

the fashion investment program by the Africa Development Bank; the creative

in design, language inventories, music styles and poetry, traditional crafting,

industry facility byAfreximBank; and the series of investment facilities for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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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gaming, and fashion by East Africa’s HEVA Fund. These initiatives are

that the African renaissance opportunity not only constitutes an investment in

signaling increasing confidence in the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providing

the artist to animate his mandate in his society today (and by extension their

information necessary for commercial investment and positive actions from

enterprise) but a pay-forward scheme for those who want to be co-producing the

governments.

realities of the second most populous and youngest continent now and over the
course of the 21st century.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at while market dynamics materialize these
industries, they are at the same time providing a transcendental service for
their audiences and communities. Despite the tension between artistic practice

HEVA fund

and commercial value, these services continue to reward their audiences with

Heva fund in Kenya, we’ve been doing this during the last eight years, we’ve

subjective payoffs, including reassurance, confidence, positive well-being, and,

supported the music industry’s growth from the traditional sites to the

importantly, a vibrant discourse in decolonization. These are extraordinary

contemporary. We’ve explored film making from feature film making to short-

services tha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tinues to provide communities,

form film making, helping communities get capacities to do this with supported

especially as we much during a crisis, greatly contributing to the industries’

development of gaming and cultural heritage stories. We evaluated fashion,

resilience.

fabric production, cultural festivals, theatres, and we’ve done this through
financial facilities, looking at how finance can respond to culture and creative

As we enter the second decade of the 21st century, we are confronted by

industries.

the profound shocks and disruptions triggered by the COVID-19 crisis, which
has not only slowed us down but also gone ahead to provoke critical questions to

Our people have the skills and technology to enter new markets, follow

any “business as usual” posture. While we pose these questions, we also address

audiences, and have quite digital capabilities. And I even started to systematize

the reality of culture and creative industries in the meantime. We listened to

some of the work they do. This was meant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women

music and watched films and our children played with toys. We preserved the

and youth. In this new line of cultural productions, we’ve seen the emerging

food and traditional practices we enjoyed redecorating our houses during the

new products and experiences coming to the mainstream space. We’ve seen new

shutdown last year. And now we have been reminded of the power of culture and

practices being discovered at the mainstream place.

creative industries and going forward. This realization has to be realized; it is not
just an expression, but it should be the industry.

For eight years, Inclusion has been top out of my mind; Then how do we
include gender and define the participation of older people and young people

To seize this understanding, we must quickly move from needing to
be convinced of the viability of the creative industries in Africa and to accept

together? And how do we bring on board refugee communities and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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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are marginalized? Conservation and preservation have also been top

• Reinventing new positions.

out of my mind; how do we finance practices that bring all positions into the
contemporary space. Also, cohesion and integration are the top of strategy; how
does ICH continue in the new generation to increase cohesion among people,
especially in times of crisis, individualization of a community?
It’s also been clear that we need to be aware and careful about how we
continue to financialize the ich space without disrupting the community’s rights.
How do we continue to support centralization and generation of engagement?
Indeed, as we look for this decade, our commitment to remain we have
to continue to build sustainable financing mechanisms. We have to explore
both commercial mechanisms and social mechanisms. We have to provoke
ethical engagement and creative cultural industries because the industries will
continue to grow the ich we want. It seems that the next decades will be one of
the most consequential yet for the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in Africa. In
the following year, because of this emergency, we are bound to witness increased
pressure on (and disruption of) practices, business models, supply chains, and
delivery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is, if left to proceed uninterrupted,
will, unfortunately, lead to the bankruptcy and closure of many practices and
severe job losses. However, with the necessary investment, business support and
innovation, the more agile propositions will survive and will embark on a slow
recovery:
• Questioning old norms.
• Looking to understand the post-COVID-19 reality through experimentation
and research.
• Stabilizing operations.

Only then can these find new growth, adopt new technologies and
discover the new benefi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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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접적인 시장연계 모델을 이해하고 실행하며, 사회경제적 수익에 대해 고심

무형문화유산의 창의적 계승과
가치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

하고 무형문화유산 보유자의 자부심과 그들에 대한 인정을 보장하는 것이 전면
적인 접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2004~2005년, 방글라나탁닷컴(banglanatak dot com)은 삶을 위한 예술(Art

아미타바 바타차리야
방글라나탁닷컴 설립자 및 대표

for Life, AFL)을 필두로 한 여정을 시작했다. 그리고 2009~2011년에는 EU의 지
원을 받아 그 과정을 간소화했다. 그 후 서벵갈 정부와 유네스코 뉴델리사무소는
2013년에 파트너십을 맺고 이 모델을 채택했는데, 현재 이 모델의 효과는 증명
되고 있다(https://youtu.be/1J-4GkF00iE). 인도의 서부 국경 지역에 있는 또 다

지식, 과정 그리고 기술은 본질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의 핵심이며, 무형문화유산
의 혁신, 창조적 전승 그리고 가치 창조에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은 심대하다.
삶을 위한 예술(Art for Life)을 적용한 서벵갈(West Bengal)에 대한 사례연구는
무형문화유산과 개발(ICH & Development) 분야의 모범 사례에 대한 성공적인
연구이다. 이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은 정부, 유네스코 그리고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와의 협력 속에서 명확해진다. SDGs(1, 5, 8,11, 17) 문제를 다루고,
ROI(투자수익률, Return on Investment)를 추적하며, 소기업가 정신에 초점을
맞춘 이러한 포용과 참여적 발전의 접근법은 창조경제를 강조하기 위해 최근 개
최된 남아시아 회의(https://youtu.be/nJ1c_P2sPvY)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언급되고 평가되었다.
무형문화유산을 유지하는 것은 예술 노동이라기보다 정확하게는 무형문화유산
의 보유자인 예술가들이다. 한편으로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건이 되는 다음
세대로의 전승과 다른 한편으로 소기업가 정신을 장려하는 과정을 통한 예술가
의 보호는 무형문화유산 기반의 창조경제를 발전시키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러

른 주인 라자스탄(Rajasthan)의 주정부 역시 사막의 예술가들과 마을 기반의 문
화관광을 증진하기 위해 이 모델을 채택하였다. 여러분이 둘러보면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방글라나탁닷컴은 현지 방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이다.
이 과정의 일부로 우리는 또한 입장권을 발행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열린 세계
평화음악페스티발 수르 자한(Sur Jahan)을 조직했는데, 이는 현재 우리 도시에
서 가장 규모가 큰 음악 페스티벌로 성장했으며 인도의 다른 2~3개 도시를 순회
한다. 이는 무형문화유산 연행자들이 세계적 플랫폼과 최고의 관객을 공유하면
서 자신들을 자부심과 존엄성을 지닌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이 모델은 문화가 경제와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
고 있으며, 세계가 부차적인 2차 요소가 아닌 잠재적 주요 요인으로서 사람과 문
화에 투자할 절호의 기회가 됨을 증명했다. 그런 다음에야 그러한 동력의 하나로
서 문화가 SDG 2030 의제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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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 support in 2009-11, and finally the model got adopted by West Bengal

The Role of the Social Enterprises in Creative Transmission
and Value Cre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Government in 2013, when they in association with UNESCO New Delhi took
up their flagship project Rural Craft & Cultural Hub. Art for life https://www.
youtube.com/watch?v=1J-4GkF00iE

Amitava Bhattacharya
Founder and Director of Banglanatak dot com

It's not the art-labours, but the community artists who need to be
understood, protected & promoted, because they hold the key of the traditional
aspect & knowledge and they are the backbone to transmit to others including
next generation, and thus safeguarding happens. They also need to be
encouraged and an eco-system needs to be developed to create grass root micro-

Let me start with 3 reference points.

enterprises, which strengthens the creative economy. The important things are

• The CEO of Singapore once said, without culture a city is a dead city.

empowering the communities with a framework of building capacity, IP/ GI type

• Hillary Clinton once said, it takes a village to bring up a child.

of tools to ensure rights, negotiable skill, giving confidence to face the world and

• American Philosopher Dr. Martha Nussbaum said, you need a pond to develop

of course, digital knowledge.

a village.
We have noticed also a few interesting by-products through this process
If we combine all three, what we get: Pond – Village – Culture - Future.

– vulnerable migration stops, villages become clean & hygienic, cultural villages

ICH has the key to provide a solution and play the most effective role in bringing

evolve as cultural tourism destinations. In this tourism, the artists are at the

all stakeholders together to work towards this.

nucleus of tourism, not a by-stander. Thus, ICH based tourism is Responsible,
Ethical and Inclusive.

How?
Let me share a case study, i.e, our work on ICH and Development for
the last 2 decades, where we clearly see that if investment is made in people
& their culture, it helps in strengthening community engagement, economic
improvement, increases pride and of course, safeguards traditional culture. We
have initiated our model ‘Art for Life’ in 2004-05, streamlined through European

Interestingly, as per need of the process, we also created a World Peace
Music Festival, Sur Jahan, a decade back, to create a platform for rural talents
to share with Int'l artists and also to be showcased to the city elite. Now this is
one of the major festivals in Kolkata, attracting thousands of people everyday
and the festival also travels to 2-3 other big cities in India for the last 5 years. Sur
Jahan https://youtu.be/hgcqMw3D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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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what we get?
The model is tested and proven. We want to spread it across the world, wherever

무형문화유산의 미래를 위한 IT혁신기술과 온라인 플랫폼 환경

there is a need. But, certainly we need the local partners (can be Government/
non-Government), who will champion it. And of course, we are happy to invite
데이비드 웰런
Immersive VR Education 및 ENGAGE CEO

them to come over, see it, get trained and then if need be, we can do little handholding and help in monitoring & quality assurance. In late 2019, Rajasthan,
the state located 1700 km away from us, on the western border, adopted this
model for its desert artists community, which unfortunately got stopped after
the first year itself, due to ongoing Corona crisis, but the recently done external
evaluation shows extremely positive feedback of community and their urge

오늘 저는 무형문화유산의 미래를 위한 IT혁신 기술 및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말

to resume it asap. I think, this is simply because probably for the first time the

씀드리고자 합니다.

community rights & pride get the first priority and 'village, artists and art' are
seen together, rather than the usual way of appreciating art without investing in
artists or villages.
I feel, ICH is the pond, 'artists village & neighborhood' is the village,
community is the child and together it ensure a living city.
Thus, my urge to the world is to encourage and build capacity of Social
Enterprises, who can play this role of Innovators and ensur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ICH including in creative transmissions and value creations.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것은 가
상 디지털 세계입니다. 오늘날 디지털 상에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WWW(World Wide Web)는 전형적인 웹페이지로, 2D이며 평면 기준으로 사이
트를 넘나들 수 있고, 택을 이용하여 웹사이트에서 소통할 수 있습니다. Spa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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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공간 웹)은 3D 가상환경이며, 평평한 2D 웹페이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물
리적으로 공간들을 넘나들 수 있습니다. 가상의 아바타를 이용하게 되는 것인데,
아바타는 나를 투영한 디지털 캐릭터입니다. 공간 웹에서는 웹페이지를 보는 것
이 아니라 내장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 안에서 3D 개체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방편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인게이지에서는 오아시스라는 서비스를 런칭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실제
디지털 도시의 가상공간을 확보하여 기업, 예술가, 문화센터가 원하는 것을 구축
할 수 있습니다. 역사 유적지에 대한 모형을 가지고 있다면 메타월드 내에서 실
제와 같게 관리하고 구현하며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포털을 통해 연결되는데, 포털 링크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
른 가상공간의 문을 열고 들어가듯이, 모두가 연결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
다. 위의 사진은 1990년대에 유명했던 <스타게이트>의 장면입니다. <스타게이
트>의 포털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공간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
분들을 실제로 인게이지 플랫폼을 이용해서 구현하려고 있습니다.

오늘날 메타월드의 몇몇 사례가 있는데, 위와 같이 다양한 로케이션과 유적지 등
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페이스북을 고객으로 두어, 캘리포니아 멘로 파크
에 가상 캠퍼스를 만들어 직원들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만들었습니
다. 또한 디지털 캠퍼스를 사용하는 Zoom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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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환경은 다양한 것들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Avebury가 그

가상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곳에서는 신석기 시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국 남

입니다. 위의 사진은 아폴로11의 eagle이라는 사령선인데, 가상환경에서나마 사

서부 윌트셔의 마을로, 선사시대 유적지로 그대로 구현되었고 아바타가 되어 안

령선 안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적 유적지, 장소, 기념물을 재창

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상현실 세계 속에서 실제로 행사를 개최하기도

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합니다. 위치나 장소 구현 뿐만 아니라, 포토그래미터리(Photogrammetry) 기법
을 통하여 공간들을 촬영할 수 있으며, 곳곳에서 촬영하면 이것을 디지털화해서

가상환경을 왜 많이들 활용하고 있을까요? 지난 10년을 보면 가상현실이 다시

가상환경에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유물의 모든 각도에서 카메라로 촬영한 이후,

부상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새로운 신기술은 아닙니다. 이것은 40년 넘도록 있

이 사진을 바탕으로 3D 모델로 구현하게 되고 이것을 가상현실에 인풋을 하여

었지만 워낙 고가였기 때문에 흔히 체험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념물을 이와 같이 보존 및 보호할 수 있습니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HTC Vive 헤드셋이 있고, 소닉, 페이스북 등에서도

다. 테러활동이 많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유적지를 포토그래미터리 전

많은 헤드셋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VR wearable뿐만 아니라 스마트 안경, 워

문가들이 직접 촬영하여 보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노트르담 성당의 경우 상당

치 등 다양한 wearable 기기도 흔해지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널리 통용

부분 화재로 파손되었지만, 레이저 스캔 및 360도 비디오를 통해 이를 보존하려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콘텍트 렌즈를 착용했을 때, AR 증강현실을 경험

고 했습니다.

할 수 있게 합니다. 현실세계도 보이지만, 3D로 구현된 홀로그램과 함께 현실세
계와 겹쳐서 보이는 콘텍트 렌즈에 대한 실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사례들을 살펴보면 VR헤드셋부터 콘텍트렌즈까지 간편하게 누릴 수 있
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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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이 이처럼 부상하게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코로나-19의 출현이라고 생

지금까지 ENGAGE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ENGAGE와 가

각합니다. 많은 직업이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화면을 통

상현실 속 문화가 중요하게 된 이유는 서로 간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해서 화상회의를 많이들 갖게 되는데 많은 사람이 모이면, 말이 맞물려서 소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상세계 안에서도 다양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고 본인들

힘든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3D의 가상환경에서는 가능합니다. 공간적인 오디

의 문화를 재창조하고 있습니다. 가상의 세상이 탄생되면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오 음성이 가능하며, 공간적으로 이동하여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고 물리적

사회화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될 것입니다. 물리적인 세상이 가상의 세상으

인 제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로서도 구현될 수 있으며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이는 무
형문화유산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과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증진에도 활용될 것
이라 생각합니다.

NFT는 대체불가능 토큰으로서 마찬가지로 디지털 구현물이며, 일정 부분의
NFT는 엄청난 가격입니다. 저희는 위와 같이 NFT 갤러리를 만들었습니다. HTC
와 고양이 박물관과의 협업 사례인데요. NFT 고양이를 볼 수 있는 온라인 전시
로, 단지 2D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3D형태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포털을 통과
하면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볼 수 있고, 박물관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미술품
의 순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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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types of digital location. So we have the World Wide Web, which everybody

Innovative Technologies and Online Platform for
the Futur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knows about standard web pages. So these are flat web pages, which are designed
for flat screens, where you will go from site to site, you will see text and some
videos, then you will browse, and you can communicate on these websites.
But there's a new type of web coming. And this is called the spatial web, a 3D

David Whelan
C.E.O. of Immersive VR Education PLC

virtual environment where instead of just viewing flat 2D web pages, you're
physically walking around in these spaces with a virtual avatar, which is a digital
representation of you. So you can physically walk from location to location, meet
other people, and physically walk into a replica of a store as an example. Instead
of looking at a web page, physically pick up virtual 3d objects and purchase those

Today's talk is about Innovative Technologies and Online Platform for the

objects. So this new spatial web is an evolution of the World Wide Web. And it's

Futur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y name is Dave Whelan. I'm the CEO

a very excellent way to connect with people.

of VR education. And we're the team behind the Engage platform. And I'd like
to welcome the people sitting inside the engage platform today, watching this
presentation inside VR.

The virtual spatial webs, Metaverse, will be connected via portals. So
instead of web links, you can physically walk through a door to another virtual
location and explore that location. And this is an image of a famous movie
Please let me share a bit of our company; what we're building is in a
virtual digital world that I will discuss more in this presentation. Today, there are

called Stargate from back in the 1990s where this person would walk throug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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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al(Stargate) and would appear in a completely new digital world. And this
is an image of a famous movie called Stargate from back in the 1990s where this
person would walk through a portal(Stargate) and appear in a completely new
digital world. It is precisely the type of thing that we're building here with the
Engage platform.

Some of the exemplary meta worlds are inside today, and you can see
there's quite a wide range of different types of locations. We have Facebook as
a client with a virtual recreation of campus in Menlo Park in California, where
employees would go in and meet each other. They would also bring in VIP guests
and show them about new services. And obviously, we also have Zoom as a client
who uses our digital campus.

We announced recently that we're going to be building a new service
called Engage Oasis, an always-on digital city where corporations, brands, artists,
and cultural centers can set up their own virtual location and build whatever
they want. So you can have a replica of your hometown or historic sites and the
people who control and build the meta world. They have full control and can
create safe environments for people visiting your location, dress codes, etc.

But one of the great things about a virtual platform is that you can
recreate anything quite easily. This example above is ancient Avery in the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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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olithic, monuments containing lots of stone circles around the village of
Avery in Wiltshire in South East of England. It's a prehistoric site and a replica.
You can see the standing stones and walk around here in virtual reality. If it's a
location that you don't have access to, you can access it here in virtual reality.
And you can hold events in here, and it's fabulously located to go in and check
out. But not just locations, and there's also photogrammetry, where we have
people who go to these historic sites and will photograph them from hundreds of
locations that are recreated digitally. You can take photographs from all around
the objects and every conceivable angle. Those photographs are uploaded into
your computer and then are recreated in a 3D model, which you can bring
into virtual reality and manipulation walk around. This is the way that a lot of
monuments are being saved. So you see what a lot of terrorism acts, especially in
the last ten years where these monuments have been blown up. There's a real big
push now for photogrammetry experts to go to these locations and photograph
them before they go missing. A famous building that went missing very recently
is Notre Dame, which burned to the ground a few years ago. Thankfully, before it
was burned, there was a laser scan made of it and trussed 360° video.

Another thing that you can do inside virtual reality is that you can
recreate historical events. This is the Apollo Lunar Module "Eagle", which is not
only recreating historical locations and events but giving people a sense of being
there.
What's driving the adoption of these virtual worlds? Recently, you would
have seen well the re-emergence of virtual reality. Virtual reality is not a new
technology that has been around for over 40 years and is hugely expensive. The
end-user experience was great, but now with very high powered computers and
chipsets, we're getting excellent experiences. And there are Vive Cosmos from
HTC Vive and Facebook and Sony have been developing their own headsets.
But it's not only just VR wearables but also different types of wearables that you
might even have on you today. We are seeing the re-emergence of smart glasses
and wearable computing is becoming more and more commonplace. As the
years go by, we've already seen demo examples of contact lenses that can provide
augmented reality experiences and the 3D representations/holograms overlaid
in the real world. In the last ten years, the technology has gone from a huge 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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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set connected to a powerful computer to a contact lens that so quickly,

then sold it. Its price has been being asked here for some of these digital assets.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The World Wide Web source code was vast amounts of money out there.
So it's making it very economical for people to get into digital worlds and

Another driver of virtual technology and remote collaboration is

businesses and start providing services. We have an NFT Gallery opening up in

obviously COVID-19, where the majority of workers around the world and

collaboration with HTC. And it's the cat museum. So you walk around, and they

businesses were forced online to communicate. They found limitations with

have a lot of these cat NFTs.

video communication, where if you have any more than 10 or 15 people on a
call, they can communicate effectively because everybody will overtake each

So far what makes Engage in virtual worlds significant from a cultural

other quite quickly. People attend actual events for one-off chance conversations

point of view is the meanings and connections you can make inside these virtual

to meet somebody and have a private conversation. You can communicate in 3D

worlds. The communities grow inside these virtual worlds and create their own

virtual worlds because of the spatial audio, where you can sit down and watch a

new cultures. And it's great to be a part of such a wide and varied community.

presentation in a virtual auditorium. Or you can get up out of your seat and walk

But there will be fully realized virtual cities that are becoming more and more

down the corridor and meet someone and have a conversation with them. And

prevalent and will be interconnected. So you're going to have your physical world

that's what people have missed about physical meetings.

but also to have a digital world where there's going to be jobs available there.
There's going to be socializing in there as well. Everything that you do in the
physical world will also be represented in the digital world, but you're going to be
able to do so much more.

We've recently seen an enormous upsurge in NFT, a Non-fungible token
and digital creations. It can be anything turned into a unique digital asset and

171

172

Session 02

무형문화유산에서 찾는 혁신과 가치창출의 가능성

프로젝트는 세계유산 보호와 관리를 위한 공동체 기반 접근법을 기반으로 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여정:
지속가능한 관광을 통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증진

모두가 유산을 책임감 있게 관리할 때 지속가능한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고, 무
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지역 공동체의 생계를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유네
스코 세계유산 여정 프로젝트의 한 사례로 스페인의 ‘타라고나’가 있다. 이것은
사람으로 탑을 쌓아 연행하는 오래된 현지 전통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

죠티 호사그라하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부소장

산 목록에 등재되기도 하였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여정 프로젝트를 통해 현지 관광 및 유산 전문가들이 모여 최
초의 세계유산 분야 지속 가능한 관광 플랫폼이 개발되었다. 본 목적은 여행을

본 발표는 2016년 유네스코가 시작한 내셔널지오그래픽과의 공동 프로젝트인
유네스코 세계유산 여정(UNESCO World Heritage Journeys) 사례를 중심으로
말하고자 한다. 이 프로젝트는 유럽연합(EU)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관광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왔는
지 공유하고자 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여정(UNESCO World Heritage Journeys) 프로젝트는 2012
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한 ’세계유산과 지속가능한 관광 프로그램(World
Heritage and Sustainable Tourism Programme)’의 일환으로 개발되었다. 프로
젝트의 사명은 세계유산에 대한 인식제고, 역량강화, 모든 이해당사자의 균형적
참여로 OUV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을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관광
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방문객들에게는 양질의 경
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세계유산 관리자들은 유적지 방문 및 관리 평가와 전략
도구를 사용하여 지속가능성 지표에 따라 관광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빠
르고 효율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현장 관리자가 관광 관리 기준선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관광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동적 관리를 지원
하였다.

통해 사람들이 유럽의 독특한 문화 유산을 경험하여 영감을 받고, 유럽의 잘 알
려져 있지 않은 유적지에서 책임 있게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유적
지에서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머무르며 무형문화유산을 포함한 현지 문화에 대해
서 더 많이 배우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로젝트는 2개월에서 18개월
로 나뉘어 진행됐고, 처음에는 주제별 플랫폼 개발에 주력하였으며 이어서는 마
케팅에 초점을 맞췄다. 언어는 영어, 불어, 중국어로 제공되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여정 플랫폼은 내셔널지오그래픽과 협업하여 제작되었으며,
34개의 유적지를 포함하여 천 페이지 이상에 달하는 브로슈어를 만들고 콘텐츠
를 개발했다. 내용은 모두 현지 전문가들에 의해 큐레이팅되었고, 현지인들이 추
천하는 관광지를 소개하기도 했다. 유네스코는 유럽 전역의 다양한 세계유산들
을 연결하고 지역 간의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주제별 문화 루트를 만들었다. 유
럽의 낭만, 유럽의 고대, 유럽의 왕실, 유럽의 지하 등 4가지 테마로 각각의 제안
된 여행 일정과 함께 제작되었다. 이러한 테마들은 유산 전문가, 여행 및 무역 산
업 종사자, 미디어의 협의를 거쳐 개발되었고 EU와 긴밀히 협력하여 진행되었
다. 프로젝트는 문화 경관, 도시 및 산업 현장 등 다양한 범위의 유산을 아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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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핵심은 세계유산 간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킹이었고, 3년 동안 각 주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문화유산과 관광 이해

제별 여정을 하나로 묶어 일련의 워크숍을 운영했다. 지속 가능한 관광, 마케팅,

관계자 모두의 참여 덕분이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포괄

커뮤니케이션, 기술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협업 기회를 창출하

성과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또한 호텔, 식당, 상점 차원에서 협업이 계속해

기도 하였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은 프로젝트의 매우 중요한 요소였고 플랫폼 전

서 꾸준히 이어지기도 했다. EU는 마케팅 경험이 입증된 기관 및 파트너들의 협

체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유네스코 웹 플랫폼과 SNS에서는 방문객들이 그 지

력을 기대하는 상황 속에서, 스토리텔링, 과학적 탐구 등으로 잘 알려져 있는 내

역의 무형문화유산 및 연행자들과 함께 교류하고 참여할 것을 당부한다. 플랫폼

셔널지오그래픽과 협업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EU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며

은 무형문화유산의 다양한 지역적 요소를 특징으로 하는 볼거리, 체험, 이야기,

유로 레일과 같은 기관으로부터 추가적인 펀딩을 받을 수 있었고, 다양한 기관과

전설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 예컨대, 크로아티아의 ‘스타리그라드(Stari Grad)’의

더 많은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질적인 투자의 가치와 무

경우, 레이스 제작 기술 혹은 노래와 관련된 민속, 종교 제례 등의 내용이 포함되

형문화유산이 강조된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었으며, 세계유산 관련

었다. 이는 모두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종목이기도 하다. 또 다른 예로 벨

종사자의 30%는 이를 통해 추가적인 정부 지원과 자금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라루스 전통 수공예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는데, 벨라루스 내 15개의 갤러리가 협

고 말했다.

업하여 전통 기술과 도구 시연, 박람회, 교육 활동을 진행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전 세계 여행과 관광에 전례 없는 혼란을 초래했다. 이는
문화유산과 지속 가능한 관광을 함께 더욱 증진하기 위해서 내셔널지오그래픽과

많은 관광지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관광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하였고, 지

파트너십을 맺어 홍보 마케팅 캠페인, 사진전 개최, 부커진 발간, 브로슈어 제작

속가능한 관광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유네스코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

등을 진행하였다. 18개월 동안 세계유산 여정 EU 콘텐츠에 2,340만 명이 댓글을

회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문화를 홍보하고, 유산을 보호하고 전승하

달아 참여하였고, 공식 홈페이지(VisitEUWorldHeritage.com)에는 40만 명 이

며 관광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본다. 이에 유네스코는 올해 초

상의 사람들이 방문하였다. SNS의 경우 7,000개 이상의 게시물 포스팅이 올라왔

UNWTO와 협력하여 문화관광에 대한 포용적인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이와 관

고, World Heritage Journey 동영상 시리즈는 190만 뷰를 기록했다.

련된 권고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2018년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자금 지원으로 동남아 불교 유적지 3

마지막으로, 청중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지속 가능한 관광에 대한 몇 가지 정보

곳까지 사업이 확대되었고, EU의 후원 하에서 현재 ‘세계유산 여정 실크로

를 간단히 공유하고자 한다. 지속 가능한 관광 툴킷 또는 안내사항은 온라인으로

드(World Heritage Journeys Silk Road)’ 사업을 내년에 론칭할 계획이다.

제공되고 있으며, 특히 세계유산 관리자들에게는 공동체 참여, 거버넌스 정부 지

2021-22년에는 새로운 세계유산을 추가함으로써 ‘세계유산 여정 유럽(World

원을 포함한 지침을 제공한다. 유네스코가 환경 및 문화 보호를 위하여 업계 최

Heritage Journeys Europe)’과 ‘세계유산 여정 붓다(World Heritage Journeys

초로 제안한 지속가능한 관광 서약은 호텔 운영자들이 일회용 플라스틱을 없애

Buddha)’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 현지 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자금 지원 방안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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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4,000개 이상의 호텔이 이 서약에 함께하고 있다. 다음 달에는 독일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코로나-19 관광 회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7개국을 대상으로 전
통 공예에 중점을 둔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UNESCO World Heritage Journeys:
Promoting and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rough Sustainable Travel

Jyoti Hosagrahar
Deputy Director, UNESCO World Heritage Center

My presentation will focus on World Heritage Journeys, a joint project with
National Geographic launched by UNESCO in 2016. The project was supported
by the EU, and I will be sharing how it has worked to promote and safeguar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rough sustainable tourism.
World Heritage Journeys, a project, was developed under the auspices of
the World Heritage and Sustainable Tourism Programme, a specialized program
adopted by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in 2012. Its mission is to manage
and develop sustainable tourism at World Heritage properties by fostering
increased awareness, capacity, and balanced participation of all stakeholders
to protect the properties and their Outstanding Universal Value. It works to
ensure tourism delivers benefits for conservation of the properties, sustainable
development for local communities, and quality experience for the visitors. The
visit and management assessment and strategy tool enabled World Heritage site
managers to rapidly and efficiently assess how tourism is managed according to
a set of sustainability indicators. By helping site managers establish a tourism
management baseline, the tool supports proactive management to develop and
implement tourism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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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the community-based approach for both the conservation and

Romantic(Europe), Ancient(Europe), Royal(Europe), Underground(Europe),

management of World Heritage properties. When managed responsibly and

each with suggested itineraries. The themes were developed in close

inclusively, Sustainable Tourism can help contribute to the safeguarding of ICH

collaboration with the EU following research, surveys and consultation with

practices and support the livelihoods of local communities. There is an example

heritage experts, travel industry, trade and media. As you can see, the project

of Tarragona in Spain, one of the properties featured in the World Heritage

involves a diverse range of properties such as palaces, cultural landscapes, cities

Journeys. The human castles are a deep rooted tradition in this property and a

and industrial sites.

major tourism drawcard. They’ve also been inscribed on the UNESCO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Capacity Building and Networking between World Heritage properties
were key for the project. We ran a series of workshops that brought together

With this in mind, the Journeys project brought together local tourism and

each of the thematic journeys throughout the three-year project. Through

heritage experts to develop the first-ever sustainable travel platform for World

training programs on sustainable tourism, marketing, communication and

Heritage. The objective was to inspire people to experience Europe’s unique

technology, we could exchange and share approaches to everyday challenges

cultural heritage through a dramatic itinerary. The platform aims to encourage

and create new opportunities for collaboration. Also, Intangible Cultural

people to visit Europe’s off the beaten track destinations, travel responsibly,

Heritage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journeys and is featured prominently

stay longer in each destination, and learn more about the local culture, including

across the platform. The web platform and social media channels encourage

ICH. The project was divided into two months to 18-month phases. The first

people to support and engage with living heritage and its practitioners. The

involved the development of the somatic groups and platform and the second

platform features attractions, experiences, stories and legends that feature

focused on the marketing of the platform. The platform is available in English,

various local elements of ICH. Here is an example from Stari Grad, Croatia,

French and Chinese.

where we showcase Klapa singing, Agave Lacemaking and Procession Za
Krizen in the Local voices and Legends section. These are all elements

The World Heritage Journeys platform was produced together with

inscribed on UNESCO’s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National Geographic and featured 34 heritage destinations and over 1000 pages

Another example is the Belarus traditional crafts program featured as one of

of in-depth and inspirational content. The content was all curated by local

the Belarusian’s recommended experiences where 15 galleries across the city

experts and encouraged people to visit each destination the way locals would

host demonstrations of traditional techniques and tools, fairs and educational

recommend. The platform also provides travel, trade and media resources

activities.

and tools for World Heritage site managers. UNESCO created thematic
cultural routes to connect the different world heritage properties across the

To promote cultural heritage and sustainable travel at these World

EU and encourage travel across the region. Four themes were developed;

Heritage destinations. Together with our media partner, National Geographic,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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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ed promotional campaigns and competitions, videos, photo exhibitions,

destinations, Around 30% of the World Heritage properties involved also said

bookazines, trade shows and familiarization trips for the top US and Chinese

that the project helped secure additional government support and funding.

travel, trade and influences. Regarding the results, during the 18 months, we
achieved 23.4 million impressions of the World Heritage Journeys EU content

While COVID-19 pandemic has caused unprecedented disruption to

and over 400,000 visitors to visit VisitEUWorldHeritage.com. Social media

travel and tourism around the world. It has also caused many destinations and

campaigns generated 7,000 posts, and the World Heritage Journeys video series

stakeholders to rethink tourism and prioritize a more sustainable and resilient

received 1.9 million views.

approach to recovery. At UNESCO, we believe that this is an important
opportunity to focus on tourism recovery that supports communities, creates

In 2018, the project was expanded to include three Buddhist sites in

jobs, promotes culture, and protects the heritage and its transmission. UNESCO

Southeast Asia, thanks to funding from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was pleased to collaborate with the UNWTO earlier this year on the inclusive

Agency. UNESCO is also currently developing the World Heritage Journeys

recovery guide for cultural tourism, which features further recommendations on

Silk Road, which will be launched next year as part of an EU funded project in

this subject.

the region. We're also expanding the Europe and Buddha journeys by adding
new World Heritage properties in 2021-22.

Lastly, I'd briefly share some additional information on other sustainable
tourism tools and resources that may be of interest to the audience. The

In terms of lessons learned and recommendations, what was vital for

Sustainable Tourism toolkit or the how-to guides are available online and

the success of this project was the engagement of both heritage and tourism

provide guidance to World Heritage managers across ten main areas of tourism

stakeholders from the outset. This ensured inclusiveness and representation

management, including community engagement, governance, value and

of different stakeholder groups. It also enabled continued collaboration at the

investment. The UNESCO sustainable tourism pledge with Expedia group takes

destination level, which wasn't necessarily in place before the project. The EU

an industry-first approach to environmental and cultural protection, requiring

had strong expectations regarding visibility and collaboration with commercial

hotel operators to introduce fund measures to eliminate single-use plastics and

tourism partners, securing a major media partner with proven experience in

support local culture. Over 4,000 hotels have joined the plate so far, and our

marketing and working with travel trade that was important to us to help us reach

new global platform will launch next month. We also launched a major project

those targets. National Geographic is an organization with a strong reputation

in seven countries this year thanks to funding from the German Federal Ministry

for storytelling, scientific discovery and exploration. Together, we ensure that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which will promote COVID-19

we exceed the donors' expectations but also help secure additional funding and

Tourism recovery through the pledge and training programs focused on

partnerships with organizations such as Euro rail. The project demonstrated the

traditional crafts, amongst others.

value of investing in quality and engaging storytelling. To highlight ICH in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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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의 창의적 가치와 미래

무형문화유산의 가치창출을 위한 시장전략 :
시장 안에서 무형문화유산 증진과 보호 유산에 민감한 마케팅과 지식재산 전략의 역할

해리엇 디컨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대학교 명예교수

이 발표문은 2021년에 H.J. Deacon, D. Rinallo, A. Bhattacharya, R. Nath, A. Patra, J. Taboroff, B.
Ubertazzi, and C. Waelde 이 공동 집필하였고 『무형문화유산 증진: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회경
제적 기여』(Fondazione Santagata, Italy)에 발표예정인 논문 ‘무형문화유산을 통한 지속가능한발전 증
진 : 보유 공동체와 함께 유산에 민감한 지식재산과 마케팅 전략 공동창조’ 의 일부를 활용하였다.

무형문화유산은 공예, 전통의료서비스, 공연, 그 외 상품이나 서비스 시장과 깊
숙이 상호 연관된 경우가 많다(Zandieh and Seifpour, 2019). 여러 세대 동안 선
물, 판매, 후원을 통해 예술가와 공연가들은 지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무형문화
유산 실천에 미치는 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염려가 있었고, 국제적인 경기
장에 있는 실천가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염려는 적어도 1970년대 이후로는
끈질기게 이어져왔다. 예를 들어, 1973년 볼리비아 공화국 외교종교장관이 유
네스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그 염려를 표현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인류
문화유산을 보호할 때에는 우선 유형의 물건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음악과 춤과
같은 형식의 표현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이 형식의 문화유산은 현재 은밀
한 상품화와 수출의 과정을 가장 심하게 겪고 있다. 이 과정은 상업 지향적인 전
통문화를 파괴하고 있다’고 그 편지는 염려를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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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관한 한 가지 핵심적인 국제적 토론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

이 협약문이 시장 참여의 위험에 대한 염려와 몇 가지 조치를 제안하고 있지만,

약(이하 ‘협약’이라 칭함)에서 이루어졌다. 이 협약은 볼리비아에서 온 편지에 영

문제점을 어떻게 확인하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 실제적인 지침을 제

감을 받은 토론이 발전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이 협약의 핵심 내용은 무형문화유

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평가단이 주목하였듯이 ‘한 요소의 상업화를 긍정 혹은

산이 인간발전과 정체성, 그리고 창의성을 추진하는 중요 요인일 뿐 아니라 동시

부정 그 자체로 설명할 수는 없다.’ 그래서, 위원회의 결정을 보면 어떤 심사에서

에 손실과 손상에 취약하므로 국가나 지역 차원뿐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의 관심

는 무형문화유산 요소와 연관된 축제를 조직하는 것이 탈맥락화와 민속화의 증

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점이다 (협약 전문, UNESCO 2003). 그러므로 무형문화

거가 된다고 보거나 상업화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또 다른 심사에서

유산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이 협약은 설명한다. 보호란 그 맥락(의미와 가치)뿐

는, 그것을 적절한 보호조치로 간주하고, 관련 공동체가 충분히 관여하고 부적절

아니라 실천과 전승을 유지하는 것(viability, Article 2.3)과 관련된다. 협약에서

한 상업화의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평가단의 결론은 예를 들어 축제

정의된 무형문화유산 개념으로 본다면 무형문화유산은 시간에 따라 실천이 필연

가 유산 보호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를 ‘획일적으로 결정할 규칙

적으로 변화하지만 그 위상은 보유 공동체와 실천자에게 ‘정체성과 연속성’을 부

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 결정을 어떻게, 누가, 무슨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여해주는 문화행위이자 표현이라는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 (협약 Article 2.1).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이 협약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어젠더 2030 하위에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협약 운영지침에서는 협약 회원국이 역량강화, 지식재산권 보호와 같은 법적 조

연결하며 무형문화유산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힘이라고 설명한다. 여

치, 그리고 연구를 포함한 폭넓은 접근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보유 공동체가 시장

기에는 보유 공동체를 위한 소득생성도 포함된다. 동시에 협약운영지침(ODs)은

참여가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도록 격려한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보

상업적 목적을 위한 제3자의 과다한 상업화와 오남용이 보유 공동체가 유지해온

증하는 조치는 관련 상품과 서비스 시장으로 진입하거나 확대할 때에 특별히 중

유산의 생존력과 가치, 그리고 의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염려를 언급한다.

요하다고 인식된다. 그러나 시장 환경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에 그 문제를 어떻

예를 들어, 문화유산 상품과 서비스를 제작해주고 판매할 때에 외부 소비자들이

게 다루어야 할지를 공동체 관점에서 상세히 안내해주는 지침이 부족하다. 시장

공동체 구성원들과 동일한 이해나 가치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전통적인 실천자들

기회를 확대하면서 어떻게 보유 공동체가 유산의 생존력을 유지할 것인가? 가장

에게는 탈맥락화 또는 불이익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공장에서 대량생산한다

효과적으로 명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그 예술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인가? 유

면 무형문화유산 관련 상품의 의미와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협약의

산의 실천을 증진하고 새로운 시장 접근을 위한 혁신을 하는 동시에 어떻게 유산

윤리적 원칙에서는 무형문화유산 실천의 변화와 지속성을 어떻게 관리할지, 누

기술 보호와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 제3자가 허락없이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보

가 이익을 얻어야 하는지 뿐 아니라, 어떤 위협에 직면해있는지 (탈맥락화, 상품

유자를 밝히지 않고 사용한다면 보유자로서의 권리와 이익을 어떻게 주장하고

화, 오역을 포함하여),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결정할 때에는 관련 공동체와 그

보호할 것인가?

룹, 그리고 개인에게 우선적인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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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 때문에 2019년 콜롬비아 보고타 회의에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

었다고 주장한다. 미술과 같이 문화유산도 ‘시장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이 기초가

호협약 정부간위원회는 사무국이 지속가능하고 전체적인 경제·문화·사회·환경

되어 사람들은 문화유산은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것 자체는

발전목표를 증진하는 동시에 ‘탈맥락화와 과다한 상업화의 위험을 다루는 보호

일종의 경제적인 주장이다. 이 논쟁에는 다른 경제적 고려도 존재한다. 시장 안

조치와 우수사례’를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에서 새로운 범주의 상품(전통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을 보호하면 제3자의 상업
적 이익에도 함축된 의미를 준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오남용 같은 문

현재의 학문적 이론과 지속가능한 발전 기획은 무형문화유산과 시장 사이의 관

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지식과 전통문화표현을 국제적 차원에서 고유한 지식

계에 대해 실제적인 지침을 거의 제공하지 못한다. 유산과 시장 사이의 관계 이

재산으로 보호하기 위해 20여년간 대화를 지속해왔다 (Drahos 2014; Goswani

해를 위한 (Lixinski 2018, 2020) 학문적 분석도, 위기를 감소시키고 참여를 원

and Karubakee 2008). 그러나 이 대화는 어떤 의견일치도 만들어내지 못했고,

하는 공동체로 돌아가는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법에 대한 분석도 상대적으로 미

1990년대 이후로 유네스코와 WIPO 사이에는 형식을 갖춘 협력활동이 거의 없

약하다. 유산연구 분야 중요 문헌에서 시장은 공동체와 공동체의 유산 사이의

었다 (Deacon and Smeets, 2018).1)

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보통은 부패의 요인으로 이해되거나(Comaroff and
Comaroff 2009; Kirshenblatt-Gimblett 2004, 2006; Bendix 2018), 잘해야 필

유산의 상업화에 대한 좀더 이론적으로 견고하고 실제적인 대화가 있어야만

요악으로 간주된다 (Bortolotto 2020a). 일반적으로 보유 공동체가 일차적 실천

무형문화유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획하는 공동체에 도움이 될 수 있

자가 되어야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예를 들어, 김과 그 외의 연구는 무형문화

을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나는 2018-2021 동안 브리티시 아카데미(British

유산이 관광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면 그 사업에는 실천자의 컨설

Academy)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에 관여하였다. ‘국제시장에서 지역사회 청지기

팅과 권한부여 그리고 보호활동이 수반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Kim, Whitford

정신을 기념하며: 인도의 공동체 유산, 지식재산 보호,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and Arcodia 2019). 그러나 ‘수용력’, ‘허용변화한계’ 같은 질문이 유형문화유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샬롯 웰드(Charlotte Waelde, 영국 코벤트리 대학 소속)와

산과 관광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지만 (Coccossis 2009; Godwin 2011) 무형

아나니아 바타차리야(Ananya Bhattacharya, 인도 거주)가 책임자였다. 이 프로

문화유산에 관련하여서는 아직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았다. 상업화의 위험

젝트에는 인도의 웨스트 벵갈에서 무형문화유산 관련 상품과 공연을 제작 판매

을 이해하려면 ‘불충분한 상업화’의 위험보다는 ‘과다한 상업화’ 또는 너무 미약

하는 세 개의 지역공동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익을 최대화하고 공

한 시장참여로 인한 소득상실에 주로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Rinallo 2018;

동체의 시장참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산에 민감한 지식재산과 마케팅 전

Bortolotto, 2020b).
보톨로토는 ‘신성한’ 유산과 ‘불경스런’ 상업 사이의 긴장이 주는 ‘당황스러움’이
무형문화유산의 상업화를 정책과 학문 분야에서 진지하게 논의하는데 방해가 되

1) 이
 것은 쉬운 논의는 아니다. 리진스키는 전통문화와 상업화 보호를 위한 규제에는 다양한
논리가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지식재산권법의 배경이 되는 규범은 사법, 즉 개인주의와 단
체 자율성 특권에 근거하는가 하면 문화유산 법의 근거는 공법, 즉 공적 이익과 공동의 이
익 특권에 있다 (Lixinski,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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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HIPAMS)을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하였다. HIPAMS는 공동체 예술가들, 인

케팅 활동을 하고 공동체 예술 규칙 개발을 지지하도록 격려받았고, 갤러리 소유

도의 한 NGO (Banglanatak.com), 그리고 유럽 거주 연구팀이 함께 공동창조 작

자·행사 조직가·영화제작자·출판사와 같은 제3자의 윤리규칙 지침을 제공받았

업으로 개발하였다. 그 과정에서 얻은 통찰에 기반하여 이 프로젝트 팀은 이어서

다. 공동체 워크숍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예를 들어 저작권)를 증진시켜 예

HIPAMS 기획 툴킷을 개발하여 다른 맥락에서도 적응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2)

술가들이 (예를 들어 상업적 목적으로 디자인을 재생산하기를 원할 경우에) 제
3자와의 관계를 협상하도록 도와주었다. 또한 그들의 상품이 시장에서 (예를 들

HIPAMS의 개발에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알고 있는 염려를 진단하는 과정이 있

어, 지리적 표시를 등록하면서) 명성을 쌓아가도록 도움을 주었다.

었고, 그 다음에는 그 염려를 다루어주는 일관된 전략을 공동창조로 개발하는 과
정으로 포함되었다. 그 과정 중에 개발된 HIPAMS 개념모델은 4가지 상호연결

무형문화유산 관련 상품과 서비스의 명성은 보유 공동체에게는 내적 가치일 뿐

된 작업영역에 기반하고 있다. 그 영역은 공동체 역량부여, 유산 기술 목록과 혁

아니라 외적 가치이기도 하다. 지속적인 생산과 성공적인 마케팅뿐 아니라 무형

신, 그리고 명성이었다. 이 영역간의 관계는 두 가지 축을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

문화유산 보호를 보증하려면 예술가의 공동체와 구매자 모두 그 무형문화유산의

다. 안정성과 변화 (유산에 민감한 목록-혁신)의 축, 그리고 내-외부(공동체 역량

문화적 의미와 시장에서의 가치에 대한 신념을 가지거나 수긍해야 한다. 그렇게

부여-명성) 축이다.

된다면 공동체 안에서 전승과 실천을 독려할 뿐 아니라 공정한 가격과 시장범위
를 보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HIPAMS 프로젝트에서 증진전략의 설계는 시
공동체 역량부여

장분석과 함께, 예술가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이며 누구에게 전하려는가에
대한 토론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디지털 스토리텔링 워크숍을 설계하여 예술

유산기술 목록
유산 민감 혁신
명성

유산 보유 공동체가 집단조직과 행동으로 상업화 과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어떻
게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HIPAMS 접근에서 중심방향이다. 무형문화
유산 보유 공동체는 자신의 시장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하도록 역량과 권한을 가
져야 한다. 그래서 HIPAMS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공동체 조직은 더 집단적인 마

가 자신들이 이 유산 정보를 소통하도록 도와주었고, 어떤 경우에는 시장소비자
의 오해를 수정하도록 하였다 (Rinallo, 2021). 스토리텔링 메시지에 담신 유산
의 의미와 가치를 공개적으로 성찰하여 시장에 제시된 상품과 서비스의 명성을
높였고 외부인에게 소통되는 정보의 질에 깊이를 더하였으며, 공동체 안에서 전
통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보유 공동체가 (단체로서) 하나의 전통을 온전히 실천하도록 보증하는 것이 예
술가 개별로 창작한 상품을 전통에 맞추려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보호에 더 가치
로운 방법이다. 그래서 HIPAMS 과정을 토론에서 핵심 영역은 바로 하나의 무형

2) www.hipamsindia.org 참조. HIPAMS 툴킷과 자료들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살펴볼 수 있
다. http://hipamsindia.org/research-output/toolkits

문화유산 (유산 기술 목록) 실천에 필요한 일련의 기술과 지식을 유지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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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보유 공동체는 그들이 전통의 ‘뿌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개인 또
는 시장을 위해 생산된 제품이 일련의 기술과 지식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현재 제품에는 어떤 측면이 망각되었는지를 생각하도록 권고받았다. 전략개발
은 시장 제품에 문화유산 관련성의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하여
보유 공동체 내에 그 기술의 실천 쇄신을 촉진하게 되었다. 물론 무형문화유산의

Promoting and Protec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Market:
The Role of Heritage-Sensitive Marketing and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ies

실천은 끊임없이 변하고 발전한다. 오늘날의 혁신이 보유 공동체와 개인들에게
수용되어 내일의 전통을 이루는 한 부분이 된다. HIPAMS 과정에서는 그러므로
예를 들어 천연염색, 장식과 같은 역사적인 실천을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에 생태

Harriet Deacon
Honorary Research Fellow, University of Cape Town

친화적 요소를 더하는 것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무형문화유산의 변화에 대한
토론도 촉진하였다.
HIPAMS 프로젝트는 공동체가 대화, 필요한 지원과 역량강화, 그리고 일관성있
는 전략을 통해 합법적이고 조직적인 홍보와 보호의 도구를 선택할 수 있음을 보
여주었다. 공동체가 그들의 시장참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적으로
나 집단적으로 공동체에 (코로나 상황에서라도) 더 많은 이익을 발생시키고, 지
속적으로 그 무형문화유산을 실천 전승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그 프로젝트의 목
적이었다. 이 프로젝트의 평가는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더 많은 세부
3)

정보도 찾을 수 있다.

Note: This presentation draws on some of the text of the article H.J. Deacon, D. Rinallo, A.
Bhattacharya, R. Nath, A. Patra, J. Taboroff, B. Ubertazzi, and C. Waelde 2021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co-creation of heritagesensitive intellectual property and marketing strategies (HIPAMS) with bearer communities’,
forthcoming in Enhanc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ocio-economic contributions for ICH
safeguarding, Fondazione Santagata, Italy. 1)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practice is often deeply intertwined with
markets for craft, traditional medical services, performances and other products
and services (Zandieh and Seifpour 2019). Gifts, sales and patronage have
supported artists and performers for generations. However, there have also been
persistent concerns about possible negative effects of market pressures on ICH
practice, or indeed practitioners in the international arena since at least the
1970s. A 1973 letter to the Director-General of UNESCO from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Religion of the Republic of Bolivia, for example, expressed

3) HIPAMS 프로젝트 최종보고서 참조. https://hipamsindia.org/wp-content uploads/
2021/05/HIPAMS-Project-End-Report.pdf.

1). The HIPAMS team would like to acknowledge the contributions of various artists and
community members from West Bengal to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HIPAMS model:
the Patua Community of Naya (Pingla Block, Medinipur), the Baul Fakiri, the Chau mask
makers of Charida (Purulia), and the Purulia Chau dan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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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rn that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of mankind’

2020a paras 185-187). At the same time, the Operational Directives (ODs)

was primarily ‘aimed at the protection of tangible objects, and not forms of

of the Convention raise concerns about how over-commercialization or

expression such as music and dance, which are at present undergoing the most

misappropriation of ICH by third parties for commercial purposes can affect the

intensive clandestine commercialization and export, in a process of commercially

viability, value and meaning of ICH elements to bearer communities (UNESCO

oriented transculturation destructive of the traditional cultures’.2)

2020a, paras 102, 117, 171). Making and selling heritage products and services
for external consumers, who may not value or understand the heritage in

One key international forum for discussing these questions today is the

the same way as community members, can lead to decontextualization or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isadvantage for traditional practitioners, for example. Mass producing items in

(UNESCO 2003, hereafter The Convention), which developed out of discussions

factories can undermine the meaning and value of ICH-related products. The

inspired by the Bolivian letter. The Convention is predicated on the notion that

Ethical Principles of the Convention (UNESCO 2015, paras 1, 4 and 6) thus

ICH deserves international, as well as national or local, attention because it is an

emphasize the primary role of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concerned

important driver of human development, identity and creativity, but at the same

in deciding not just how to manage change and continuity in ICH practice, and

time it is vulnerable to loss and damage (Preamble, UNESCO 2003). According

who should benefit from it (UNESCO 2015, para 7), but also in identifying what

to the Convention, ICH thus requires safeguarding. This involves maintaining

threats their ICH faces (including decontextualization, commodification and

its practice and transmission (viability, Article 2.3), as well as its context (its

misrepresentation) and what should be done about them (UNESCO 2015, para

meaning and value) within bearer communities (UNESCO 2020a, paras 109(e),

10).

117 and 120). From the definition of ICH in the Convention, the status of ICH as
heritage is rooted in the fact that these are cultural practices and expressions that

In spite of significant concerns about the dangers of engagement with the

have meaning and value for bearer communities and practitioners, giving them

market, and some suggestions for action, the Convention’s texts currently give

a ‘sense of identity and continuity’, even as practices necessarily change over time

little practical guidance on how to identify the problem, and what to do about

(Article 2.1).

it. As the Evaluation Body has noted, the ‘commercialization of an element
cannot be described as positive or negative per se’ (UNESCO 2019 para.64).

The Convention describes ICH as a driver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us, in some Committee decisions on nomination files, the organization

linking ICH safeguarding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der Agenda

of festivals associated with the ICH element was identified as evidence of

2030, which includes income generation for bearer communities (UNESCO

decontextualization and folklorization, or posing a possible threat from
commercialization. In others, it was considered an appropriate safeguarding

2) Republic of Bolivi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Religion 1973. Letter to the Director
General of UNESCO, 24 April 1973. Ref. No. D.G.O.I.1006-79.

measure; the communities concerned were fully involved and aware of any risks
of undue commercialization. The Evaluation Body has concluded that ‘it i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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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ible to apply a blanket rule’ to determine whether festivals, for example,

Current academic theori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lanning

might have a positive or negative impact on safeguarding (UNESCO 2020b

provide little practical guid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CH and the

para.39). It’s not clear how this decision should be made, by whom, using what

market. Relatively little academic analysis has been done on understanding the

criteria.

relationship between heritage and the market (Lixinski 2018, 2020) and how to
mitigate risks and maximise benefits for communities wishing to engage with

The Operational Directives encourage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to

it. In the critical heritage studies literature, the market is usually considered

use various broad approaches to help bearer communities mitigate any negative

a corrupting force as it may a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ies and

impacts of market engagement, including capacity building, legal measures

their heritage (Comaroff and Comaroff 2009; Kirshenblatt-Gimblett 2004, 2006;

such as intellectual property (IP) rights protection, and research (e.g. UNESCO

Bendix 2018) or, at best, a necessary evil (see Bortolotto 2020a). There is general

2020a, paras 104, 107(m), 173, OD 178(b), and 185-7). Measures for ensuring

agreement that bearer communities need to be the primary actors. Kim et al.

safeguarding of the ICH are considered particularly important when entering or

have, for example, argued that if ICH is to contribute to sustainable development

expanding the market for ICH-related products and services. Yet there is a lack

through tourism, it has to be accompanied by practitioner consultation,

of detailed guidance from a community perspective about what should be done

empowerment and ICH safeguarding (Kim, Whitford and Arcodia 2019). Yet

to address problems when they arise in the context of the market. In expanding

while questions such as ‘carrying capacity’ or ‘limits of acceptable change’ (for

market opportunities, how can bearer communities maintain the viability of the

example, Coccossis 2009; Godwin 2011) have been considered in regard to

heritage? How can they most effectively promote and protect their reputation

tangible heritage and tourism, they have not generally been applied to ICH. In

and raise awareness about their art? How can they balance safeguarding heritage

understanding the risks of commercialisation, the focus has been primarily on

skills while promoting their work and innovating to reach new markets? How

‘over-commercialisation’ rather than the dangers of ‘under-commercialisation’,

can they identify and protect their rights and interests when third parties use

or loss of income from too little market engagement (Rinallo 2018; Bortolotto,

images of their work without permission or fail to attribute them?

2020b).

For this reason,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f the Convention,

Bortolotto suggests that ‘embarrassment’ about the tension between

at its 2019 meeting in Bogota, Colombia, has asked the Secretariat for a

‘sacred’ heritage and ‘profane’ commerce has hampered serious debate on

report on ‘safeguarding measures and good practices that address the risk

commercialisation of ICH in both policy and academic contexts (Bortolotto

of decontextualization and over-commercialization of [intangible heritage]

2020a). The idea that heritage, like fine art, is ‘above the market’ lies behind the

elements’ (UNESCO 2019) while promoting sustainable and holistic economic,

argument that it is uniquely valuable, and is itself a kind of economic argument.

cultural, social and environmental development goals.

There are other economic considerations in the debate, too. Protecting a
new category of goods in the market (traditional products or services)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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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could be adapted and applied in other contexts.4)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has been hosting negotiations to
develop sui generis IP protection for traditional knowledge and traditional

Developing HIPAMS involved diagnosing areas of concern identified

cultural expressions at the international level (Drahos 2014; Goswani and

by community members and then co-creating coherent strategies to address

Karubakee 2008), in an attempt to address problems such as misappropriation.

them. The HIPAMS conceptual model developed during the process is based

These talks have not resulted in any agreement, and there has been little formal

on four interlinked areas of work: community empowerment, heritage skills

collaboration between WIPO and UNESCO on these issues since the 1990s

repertoire and innovation, and reput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areas

(Deacon and Smeets 2018).3)

can be considered across two axes: a stability and change axis (heritage sensitive
repertoire-innovation) and an internal-external axis (community empowerment-

A more theoretically robust and practically oriented conversation

reputation).

on heritage commercialisation can help communities plann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ICH. To this end, I was involved in a project funded
by the British Academy in 2018-2021, called ‘Celebrating local stewardship
in a global market: community heritag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India’, led by Charlotte Waelde (Coventry University,
UK) and Ananya Bhattacharya (Contact Base, India). The project worked with
three different local communities making and selling ICH-related products or
performances in West Bengal, India. The project developed HIPAMS (heritagesensitive intellectual property and marketing strategies) to maximize benefits
and minimize risks of community engagement with the market. HIPAMS were
co-created by community artists, an Indian NGO (Contact Base / Banglanatak.
com), and an academic team based in Europe. Based on insights from the
process the project team subsequently developed a HIPAMS planning toolkit

Considering how collective organisation and action can help bearer
communities control the commercialization process is a central strand of the
HIPAMS approach. ICH bearers should be empowered to design and implement
their own market strategies. In the HIPAMS project, community organizations
were thus encouraged to engage in more collective marketing, and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art codes providing guidelines for ethical
conduct by third parties such as gallery owners, event organizers film makers,

3) This is not an easy discussion. Lixinski observes that regulation of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culture and its commercialisation are informed by different logics. The
background norms for intellectual property law are found in private law, privileging
individualism and party autonomy, whereas heritage law has its origins in public law,
privileging public interest and the common good (Lixinski 2020).

4) See www.hipamsindia.org. The HIPAMS toolkit and other resources are available at http://
hipamsindia.org/research-output/toolk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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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ublishers. Increased knowledge abou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the tradition. Maintaining the skills and knowledge to perform an ICH practice

as copyright) provided by community workshops helped artists negotiate

(heritage skills repertoire) was thus a key area of discussion in the HIPAMS

relationships with third parties (for example when people wanted to reproduce

process. Bearer communities were encouraged to consider what they thought

their designs for commercial purposes). It also helped them build the reputation

the ‘roots’ of their tradition were, how products produced for personal use or the

of their goods in the market (for example through registration of geographical

market (the ‘fruits’ of the tradition) reflected this range of skills and knowledge,

indications).

and what aspects were potentially being forgotten in the current product mix.
Strategies were developed to increase the range of heritage references in market

Reputation of ICH-related products and services has both internal and

products, which encouraged renewed practice of those skills within the bearer

external value for bearer communities. To ensure ICH safeguarding as well

community. Of course, ICH practice is constantly changing and developing; the

as ongoing production and successful marketing of ICH-related goods and

innovations of today are often accepted by bearer communities and practitioners

services, both the community of artists and those who buy their products or

as part of tomorrow’s tradition. The HIPAMS process thus also encouraged

services need to believe in, or be persuaded of, the cultural significance of the

a discussion about changes in ICH practice over time, for example exploring

ICH, and its value in the market. This helps in ensuring fair pricing and market

historical practices such as the use of natural dyes and decorations as part of an

reach, as well as for encouraging transmission and practice within a community.

eco-friendly turn in new products.

In the HIPAMS project, promotional strategies were designed based on a market
analysis and discussions about the heritage messages artists wished to convey,

The HIPAMS project showed how a mix of legal, organizational,

and to whom. Digital storytelling workshops were designed to help artists

promotional and safeguarding tools could be chosen through community

themselves to communicate this heritage information, and in some cases to

dialogue, with support and capacity-building as needed, and combined in

correct misperceptions of consumers in the market (Rinallo, 2021). Reflecting

coherent strategies. The strategies aimed to increase community control

publicly on the meaning and value of heritage in storytelling messages helped

over their engagement with the market, and thereby create more benefit for

to promote the reputation of the products and services on the market, deepen

themselves, both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even in a time of COVID), and

the quality of heritage information communicated to outsiders, and maintain

also encourage the continued practice and transmission of their ICH. Further

interest in the tradition within the community.

to the summary above, the evaluation of the project, available on the website,
provides further detail on the success of HIPAMS in doing so.5)

Ensuring that bearer communities (as a group) can practice the full range
of a tradition is more valuable for the long-term safeguarding of an ICH element
than ensuring that each product created by an individual artist is in line with

5) S ee HIPAMS Project final report, available at https://hipamsindia.org/wp-content/
uploads/2021/05/HIPAMS-Project-End-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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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의 변화 지원? 혹은 무형문화유산의 종말의 가속화?
창의 경제와 무형문화유산의 가능성

이는 과도한 상업화의 위험과 그것이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타당한 우
려가 있지만, 만약 신중하게 그리고 연행자들의 원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커크 시앙 여
싱가포르 국립문화유산위원회 문화유산 연구 및 평가팀장

무형문화유산 사업을 위한 경제적 기회의 창출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무형문화유산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단체 그리고 개
인의 창조성과 독창성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기술, 혁신 그리
고 적응은 사람들의 변화하는 요구와 선호도에 적응하면서 우리의 무형문화유산

싱가포르에는 활기차고 다문화적이며 다양한 무형문화유산 경관이 존재하지만

을 생생하고 유의미하게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급속한 변화

무형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은 인구 노령화와 노동력 감소, 세계화와 기술발전

의 속도 혹은 기계에 의한 공예 기술의 대체 역시 지식과 기술의 쇠퇴와 상실 혹

으로 인한 보다 다양한 문화콘텐츠에의 노출, 젊은 세대의 사회 생활양식과 선호

은 관련 공동체에서 사회적, 문화적 의미의 상실을 가져올 수 있다. 무형문화유

도의 변화 등 구조적 문제 때문에 복잡해지고 있다. 싱가포르의 상황에서 국립문

산에 대한 그러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다면, 과연 수용 가능한 변화의

화유산위원회(National Heritage Board, NHB)가 주최한 무형문화유산 연행자

정도는 어디까지일까, 혹은 그러한 고려가 있어야 하는가?

와 포커스 그룹 논의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미래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강조되
었다. 여기에는 인식의 부족 및 대량 생산된 대체재와의 경쟁으로 인한 무형문화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영향은 상업화와 과도한 상업화의 영향이다. 창

유산 관련 사업, 상품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 수요 부족, 숙련된 전수자의

조경제에 무형문화유산을 포함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상업화가 필요하다. 상업

부족과 젊은이들을 무형문화유산 사업에 유인하기의 어려움으로 인한 노동력 공

활동은 관련 공동체에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친 상업화는 UNESCO

급을 둘러싼 복잡성 등 생계 관련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재

2003 협약 운영지침 116항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

화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 감소, 관광 활동의 위축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인한 일시적 폐업을 가져와 이러한 어려움을 더욱 부각하고 있다.

“그것들(상업활동)은 유산을 보유하고 연행하는 공동체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를 증진하며 사회적 통합에 기여
이러한 우려의 대부분은 싱가포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경제적 지속가능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과 사업은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을 위

성과 무형문화유산 사업과의 문화적 관련성을 둘러싼 성가신 논쟁과 무형문화유

협해서는 안 되며, 관련 공동체가 그들의 주요 수혜자가 되도록 적절한

산 보호의 한 방법으로서 무형문화유산 연행자들의 생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

모든 조치를 취해야한다. …상업적 활용은 관련 공동체를 위해 무형문

을 반영한다.

화유산의 의미와 목적을 왜곡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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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기술발전이 문화적 생산방식, 사회적 생활양식과 선호도의 변화에

화유산 요소를 이용하고 반영한 상품을 판매하는 수퍼마마(Supermama)와 웬아

촉매작용을 해왔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역시 기술이 문화유산과 창조경제에 제

이워즈포(WhenIWasFour)와 같은 싱가포르 디자인 기업의 성공에서 드러난다.

시한 새로운 기회를 부각해왔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은 관객과 문화 전문가들
에 의해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혁신적인 디지털 생산, 유통 및 소

NHB는 전통 공예가 장인의 공예품과 지역 문화상품에 대한 수요증가와 지역 디

비 패턴의 등장을 촉발한다.”(UNESCO, 2021).

자인 분야의 강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2021년 6월 “공예와 디자
인의 협업(Craft X Design)”이라는 시범계획을 시작했다. 이 계획은 전통 공예가

따라서, 창조경제와 창조적, 문화적 전문가들에 의한 디지털 기술의 혁신적 활용

와 현대 디자이너, 스튜디오를 연결하여 전통적인 문화유산과 현대 디자인 트렌

은 무형문화유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증진하는 데에 그러한 기술이 지닌 잠

드를 모두 반영한 혁신적인 상품을 공동 창작하는 것이다. 또한 창조경제의 서로

재력을 동력화하고, 무형문화유산이 보다 광범위한 창조경제의 생명력에 기여할

다른 분야 간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전통 공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디자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기회를

인 혁신이 어떻게 전통공예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지, 그리고 디자이너들은

제공한다. 하지만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창조경제 활동을 장려하려면 미묘한

지역 공동체의 풍부한 문화유산에서 어떻게 영감을 받고 그것을 이용하는지 보

균형이 필요하다. 결국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연행자와 공동체의 관점이

여주고자 한다.

며 어떠한 개입과 지원이 이루어질 때도 그들의 희망과 열망을 존중해야 한다.
NHB는 2021년판 Craft X Design을 위해 4명의 전통 공예가들을 발굴하였으며

창조적 협력관계 육성: 공예와 디자인의 협업(Craft X Design)

4~5개월간 그들과 함께 협력할 4명의 디자이너 및 스튜디오를 (그들의 제출한
디자인 제안서를 기준으로) 선정할 것이다. 공동창작 과정의 다양한 단계들은 사

창조경제는 “디지털화와 밀접하게 연관된 본격적인 세계화된 문화산업”과 “일

진과 영상으로 기록될 것이며 그 협동 과정은 2022년 중반 완성품의 프로토타입

상적 경제와 지역 공동체 내에 상당히 간직되어 온 공예와 같이, 지역에 뿌리를

과 공동창작 과정을 대중에게 선보이면서 끝을 맺게 될 것이다. 창조적이고 문화

둔 전통 기반의 문화산업”(UNESCO, 2021)을 모두 아우른다. 싱가포르에는 무

적인 분야의 산업 간 협력과 학제 간 전문지식을 결합하는 혁신적인 실험을 위한

형문화유산 관습과 관련 산업이 직면한 상업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디자인 분

안전한 실험장을 제공함으로써 창조적 협력관계는 새로운 아이디어, 기회, 네트

야와 같은 첨단 문화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활용할 기회가 있다. 특히 2015년 이

워크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통 공예 산업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대중이 이러한 공

래 유네스코의 디자인 창조도시로서 싱가포르는 번영하는 혁신기반 경제를 확립

예의 경제적 가치와 문화적 관련성을 재고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

하고, 강력한 국가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며, 2030 의제에 기술된 지속가능한 발
전 목표에 다가가는 데 있어서 지역 디자인 분야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분명하게
인식해 왔다.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 문화유산의 잠재적 가치는 싱가포르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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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권한 강화: 무형문화유산 관리자상(Stewards of ICH Award)

창조적 매체를 통해 무형문화유산을 증진하고 전승하려는 이러한 전통 예술가들

과 프로젝트 보조금(Project Grant)

의 노력은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예술과 문화적 경험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증

무형문화유산 연행자와 공동체는 싱가포르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전승을 보장
하는 데에 중심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그들의 무형문화유산을 전승

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문화생산, 창조적 콘텐츠의 소비 그리고 문화유
산의 전승 간에 시너지를 강조한다.

하기 위해 창조적 기회와 수단을 혁신적으로 활용하였다.

혁신지원: 조직 혁신 보조금(Organisation Transformation Grant)
NHB는 무형문화유산 관습을 증진, 전승하려는 연행자와 공동체의 노력을 인
정하고 무형문화유산 연행자에 대한 인정과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
을 제고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2019년 무형문화유산 관리자상(Steward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ward)을 제정했다.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는 이
제도가 시작된 이래 총 10명의 연행자와 단체가 수상했다. 그들에 대한 지원
을 늘리기 위해 수상자들은 각 무형문화유산을 증진하고 전승하는 계획에 최대
20,000 싱가포르 달러를 지급하는 보조금 프로젝트(Project Grant)에 지원할 수
있다.
수상자 중에는 창조문화경제 속에서 변화하는 트렌드에 적응하기 위해 보조금
프로젝트를 활용해온 몇몇 전통예술 단체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와양 페
라나칸(Wayang Peranakan) 공연 전문가 지 티안 리에(Gwee Thian Lye)씨는
보통 바바 말레이(Baba Malay)의 무대에서 공연되는 전통 페라나칸 극 형태를
팟캐스 에피소드 시리즈로 각색하고 있다. 그는 팟캐스트에서 공연되는 다양한
장면을 둘러싼 보다 더 광범위한 문화적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 영어 해설도 덧붙
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 전통 오페라단인 남 화 오페라(Nam Hwa Opera)는
사진작가, 디자이너 그리고 출판사와 함께 작업하면서 중국 오페라에 관한 어린
이용 소책자를 제작하였다. 특히 이는 다채로운 시각 자료와 흥미로운 콘텐츠를
통해 학생들의 관심을 끄는 것을 목표로 했다.

2021년 6월, NHB는 무형문화유산 사업이 코로나-19의 영향에 대처하고 코로
나-19 이후 장기적인 지속가능성과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직 혁신
보조금(Organisation Transformation Grant) 사업을 시작했다. 보조금은 다음
4가지의 주요 사업 혁신 분야를 지원한다.
사람-견습 제도와 기타 형태의 훈련 또는 상급 기술 훈련 포함
과정-기계화와 새로운 도구 혹은 재료 활용 포함
제품-신상품 개발, 새로운 디자인 혹은 브랜드 개선 포함
체계-온라인 판매 혹은 마케팅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 채택 포함
코로나-19가 무형문화유산 연행자와 사업의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한 오랜 우려
를 악화시켜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보조금 지원과 더불어 혁신적인 해
결책을 통해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고 사업 운영을 변화시키기 위해 솔선해온 연
행자들이 있다. 그 예로 싱가포르에는 125년간 이어온 사업이자 마지막 남은 도
교 조상 제작소인 사이 티안 흥(Say Tian Hng) 불교 상점이 있다. 숙련된 조상 조
각가의 부족과 수작업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동력에 대한 비용 상승 때문에, 사이
티안 흥 상점은 조상 조각 공예가 어떤 형태로든 유지될 수 있도록 기계 제작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간 단계로 그들은 도교 조상에 대한 디지털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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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3D 스캐닝을 시작했다.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에서

캠페인의 일부로서 일련의 온라인 활동을 조직했다. 이 캠페인에는 코로나-19로

전통 석공 기술을 제공하는 마지막 남은 사업체 중 하나인 토 홍 후앗(Toh Hong

인해 대면 모임을 할 수 없게 되자 무슬림 공동체를 하나로 연결하기 위한 온라

Huat) 상사 역시 비석 조각의 속도와 효율성을 개선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상업

인 콘서트, 축제 음식 요리의 라이브 스트리밍 그리고 라마단에 관한 무슬림 공

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게 만드는 시간 및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도자기 커터

동체 구성원들의 대화가 포함되어 있다.

와 같은 기계 장비를 사용해왔다. 토 홍 후앗은 또한 디자인 과정을 강화하기 위
한 소프트웨어도 도입했다.

게다가 기술적 도구와 플랫폼은 문화유산 콘텐츠의 공동제작에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2017년 이후, NHB의 디지뮤즈(DigiMuse) 이니셔티브는 문화, 유산 그

디지털 기술 활용

리고 기술을 통합하는 프로젝트를 공동 제작하기 위해 예술가, 기술 전문가 그
리고 문화 전문가들을 하나로 모아왔다. 2020년 싱가포르 최초로 호커 문화

디지털 기술은 무형문화유산 사업이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상업성을

(Hawker Culture)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앞두고, NHB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 새로운 수요층을 만나 교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는 호커 문화를 주제로 한 디지뮤즈판을 출시했다. 제안서 요청은 호커 센터의

무형문화유산의 증진과 전승을 위한 새로운 통로와 형식을 제공할 수 있다. 세계

일상생활의 소리를 복제한 몰입형 오디오 트랙 시리즈인 ‘Deep Sound Map:

적으로 코로나-19가 개인 간 활동과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창조적,

Hawkers’, 그리고 사용자들이 행상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공유하기 위해 바

문화적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 중 하나가 디지털 문화콘텐츠의 소비와 그에

로 사용할 수 있는 증강 현실(AR) 필터를 만들어낸 ‘Thank You Hawker AR’과

대한 수요 증가였으며, 콘텐츠의 생산과 보급을 위한 이러한 산업의 적응이었다

같은 프로젝트 제작을 이끌어냈다.

(UNESCO, 2021).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도 싱가포르에서는 문화유산 콘텐츠를 보급하고 무형

결론

문화유산을 증진하는 기회로서 높은 수준의 디지털 접근을 활용하려는 적극적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무형문화유산 관습은, 창조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창조적이

인 노력이 있었다. 그리고 팬데믹은 이러한 경향을 가속화했다. 헌신의 여행(A

고 문화적인 분야에서 증가하는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을 포함하여, 그것들을 둘

Journey of Devotion)-싱가포르의 타이푸삼 기념하기(Celebrating Thaipusam

러싼 주변의 변화하는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경관에 영향을 받고 있어서

in Singapore)와 같은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NHB의 몇몇 교육 캠페인은 온라인

지속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탐색해야 한다, 창조경제에서 상업적 기회를 수용하

과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소개되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문화콘텐츠를 보급하

고 디지털 기술을 채택할 때 위험이 따르겠지만, 다른 한편, 이 글에서 강조된 다

는 것 외에도, 디지털 프로그램은 무형문화유산 공동체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양한 사례들은 창조경제와 문화유산은 상호 보완적이며 서로 가치를 더할 수 있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다. 2020년 NHB는 함께하는 라마단(Ramadan Together)

음을 보여준다. 더 많은 무형문화유산 공동체와 연행자들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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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생계를 유지하며,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응하고 혁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함에 따라 창조산업과 디지털 기술은 관련 공동체와 연행자
를 위해 무형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보존하면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할 방법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Creative Economy:
Examples from Singapore

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NHB와 같은 국가기관은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고자
하는 무형문화유산 공동체의 열망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Kirk Siang Yeo
Director of Heritage Research &
Assessment Singapore National Heritage Board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ICH in Singapore and its
Creative Economy
While there is a vibrant, multi-cultural and diverse ICH landscape in Singapore,
the sustainability of ICH has been complicated by various structural challenges,
including an aging population and a shrinking workforce, exposure to a broader
variety of cultural content through globalisation and technology, and changes
in social lifestyles and preferences among younger generations. In Singapore’s
context, focus group discussions with ICH practitioners organised by the
National Heritage Board (NHB) highlighted several challenges around the future
of ICH – including livelihood concerns, driven by the lack of consumer demand
for ICH trades, goods and content due to lack of awareness or appreciation and
competition from mass-produced alternatives; and complexities around labour
supply due to the lack of skilled successors and difficulties in attracting youths
into ICH trades. The COVID-19 pandemic accentuates these challenges, as it
has resulted in a decreased consumption of goods and services, fall in tourism
activities and at times, the temporary closure of businesses due to COVID-19
related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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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of these concerns are not unique to Singapore and reflect the

“They (commercial activities) can contribute to improving the living

vexing issues around the economic sustainability and cultural relevance of ICH

standards of the communities that bear and practise the heritage,

trades, and the need to enhance the livelihoods of ICH practitioners as part of

enhance the local economy, and contribute to social cohesion. These

safeguarding ICH.

activities and trade should not, however, threaten the viability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all appropriate measures should be

Supporting the Evolution of ICH or Accelerating its Demise?
This means that while there are legitimate concerns around the risks of overcommercialisation and its impact on cultural heritage, generating economic
opportunities for ICH trades can have a positive effect if done sensitively and
in accordance with the wishes of the practitioners. On this note, we should
recognise that ICH, as a living heritage, will evolve with the times, and shaped
by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factors, as well as the creativity and
inventiveness of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Technology, innovation,
and adaptation can help keep our ICH alive and relevant, adapting to the
changing needs and preferences of people. However, a fast pace of change, or
the replacement of craft skills by machinery can also lead to the erosion and loss
of knowledge and skills, or the loss of its social and cultural meanings to the
communities concerned. Given such potential negative impacts on ICH, what is
an acceptable rate of change, or should there even be such a consideration?
Another impact that we must consider is that of commercialisation
and overcommercialisation. The inclusion of ICH in the creative economy
necessitates some form of commercialisation. Commercial activities can bring
benefits to the communities concerned, but overcommercialisation leads to
unintended consequences, as highlighted in the UNESCO 2003 Convention
Operating Directives Clause 116:

taken to ensure that the communities concerned are their primary
beneficiaries... ensuring that the commercial use does not distort
the meaning and purpose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r the
community concerned.”
Similarly, while technological development has catalysed changes in both
modes of cultural production and changes in societal lifestyles and preferences,
the COVID-19 pandemic has also highlighted the new opportunities that
technology presents for cultural heritage and the creative economy, and “digital
technologies are being used in new ways by audiences and cultural professionals
alike, triggering the emergence of innovative digital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patterns” (UNESCO, 2021).
Therefore, the creative economy, and the innovative use of digital
technologies by creative and cultural professionals, offers opportunities to
enhance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ICH, by harnessing their potential to
promote the economic and cultural value of ICH, and also by demonstrating
that ICH can contribute to the vitality of the wider creative economy. But,
encouraging creative economic activities linked to ICH requires a delicate
balance. Ultimately, it is the views of the practitioners and communities that
are of utmost importance and any interventions and support rendered, should
respect their wishes and aspi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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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stering Creative Partnerships: Craft X Design
The creative economy encompasses both “fully-fledged, globalized cultural
industries that are strongly connected with digitization” and “locally-anchored,
tradition-based cultural industries, such as crafts, which are heavily enshrined in
the informal economy and local communities” (UNESCO, 2021). In Singapore’s
context, there are opportunities for harnessing the economic value of developed
cultural industries, such as the design sector, to overcome the commercial
challenges facing ICH practices and related businesses. In particular, as a
UNESCO Creative City of Design since 2015, there has been strong recognition
of the role which the local design sector can play, in building a thriving
innovation-based economy, in contributing towards a stronger sense of national

Creative Industry and Futur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HB has identified four traditional craft practitioners for the 2021 edition
of Craft X Design and will select four designers/studios (based on their design
proposals) to partner with them over a period of four to five months. Various
stages of this process of co-creation will be documented via photos and videos,
and the collaboration will culminate in public showcase of the completed product
prototypes and the co-creation process in mid-2022. By offering a safe sandbox
for innovative experiments that bring together cross-industry collaborations and
inter-disciplinary expertise across creative and cultural sectors, such creative
partnerships can increase the access of the traditional craft industry to new ideas,
opportunities, networks, and markets, and encourage the public to rethink the
economic value and cultural relevance of these crafts.

identity, and in advanc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utlined by the
2030 Agenda. The potential value of cultural heritage as an engine for economic
growth has been reflected in the success of Singaporean design firms such as
Supermama and WhenIWasFour in retailing products that draw on and reflect
elements of Singapore’s cultural heritage.
To explore how traditional crafts can capitalise on the growing demand
for artisanal crafts and local cultural products and tap on the strengths of the
local design sector, NHB launched a pilot initiative “Craft X Design” in June
2021. The Craft X Design initiative pairs traditional craft practitioners with
contemporary designers and studios, to co-create innovative products which
reflect both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and modern design trends. By fostering
collaborations across different sectors of the creative economy, the initiative
seeks to raise awareness and appreciation of local traditional crafts, and highlight
how design innovation can contribute to the revitalisation of the traditional craft
industry, and how designers can be inspired by and draw on the rich cultural
heritage within local communities.

Empowering Communities: Stewards of ICH Award and
Project Grant
ICH practitioners and communities play a central role in ensuring the
transmission and safeguarding of ICH in Singapore, and many of them have
been innovative in capitalising on creative opportunities and mediums to further
their efforts in passing on their ICH.
The NHB launched the Steward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ward in
2019, as a platform to recognise the practitioners and communities’ own efforts
in promoting and transmitting their ICH practices, and generate greater public
awareness of ICH in general and appreciation of our ICH practitioners. Since
the launch of this annual recognition scheme, a total of 10 practitioners and
organisations have been awarded. To further support them, award recipients can
apply for a Project Grant that provides up to S$20,000 for initiatives that promote
and transmit their respective 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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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the award recipients are several traditional arts groups, which
have utilised the Project Grant to adapt to changing trends within the creative
and cultural economy. For instance, Mr Gwee Thian Lye, a veteran wayang
peranakan performer, is translating the traditional Peranakan theatre form

Creative Industry and Futur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3. Product – i ncluding development of new products, new designs, or
rebranding.
4. Systems – including adoption of new digital platforms for online sales or
marketing.

typically performed on stage in Baba Malay into a series of podcast episodes,
accompanied by English commentary from Mr Gwee to explain the broader

Undeniably, COVID-19 has exacerbated long-standing concerns over

cultural context around the various scenes performed in the podcast. Similarly,

the economic precarity of ICH practitioners and trades. However, there are

Nam Hwa Opera, a traditional Chinese opera group, worked with photographers,

practitioners who have taken the initiative, with the support of the grant, to

designers, and publishers to produce a children-friendly handbook on Chinese

transform their business operations and develop new capabilities through

opera, aimed specifically at keeping the attention of students through colourful

innovative solutions. An example of this is Say Tian Hng Buddha Shop, a 125-

visuals and engaging content.

year business and the last Taoist effigy-making shop in Singapore. Due to the
lack of skilled effigy hand-carvers, and the high cost of time and labour involved

The endeavours of these traditional artists to promote and transmit their

in hand-carving, Say Tian Hng is exploring the use of machine carving in the

ICH through creative mediums speaks to the growing interest in and demand for

future, to ensure that the craft of effigy carving will still be retained in some form.

a wider and diverse variety of arts and cultural experiences, and also underscores

As an intermediate step towards that transition, they have begun 3D scanning to

the synergies between cultural production, consumption of creative content, and

compile a digital database of Taoist effigies. Similarly, Toh Hong Huat Trading,

transmission of cultural heritage.

one of the last business offering traditional stonemasonry services in Singapore,
has adopted machine equipment such as porcelain cutters to improve the speed

Supporting Innovation: Organisation Transformation Grant
To enable ICH trades to cope with the impact of COVID-19 and to build the

and efficiency of tombstone carving, and reduce the time and labour cost which
was making the business commercially unsustainable in the long-run. Toh Hong
Huat has also adopted software to enhance their design processes.

foundations for long-term sustainability and growth beyond COVID-19, NHB
launched the Organisation Transformation Grant in June 2021. The grant
supports four main areas of business transformation, namely:

Harnessing Digital Technologies
Besides enabling ICH businesses to address manpower challenges and enhance

1. People – including apprenticeships and other forms of training or up-skilling.

their long-term commercial viability, digital technologies can also offer new

2. Process – including mechanisation or using new tools or materials.

channels and modalities for the promotion and transmission of ICH, in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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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enable ICH to reach and engage with new audiences. Globally, amidst

projects such as ‘Deep Sound Map: Hawkers’, a series of immersive audio tracks

the impact of COVID-19 on in-person activities and programmes, one of the

that replicated the everyday soundscapes of hawker centres; and ‘Thank You

most significant developments in the creative and cultural industries has been

Hawker AR’, which created ready-to-use augmented reality (AR) filters for users

the increased demand for and consumption of digital cultural content, and

to share and express their appreciation for hawkers.

the adaptation of these industries to generate and disseminate such content
(UNESCO, 2021).
Even prior to the COVID-19 pandemic, there has been active efforts
to harness the high level of digital access in Singapore as an opportunity
to disseminate heritage content and promote ICH, and the pandemic has
accelerated this trend. Several of NHB’s educational campaigns on ICH, such
as A Journey of Devotion – Celebrating Thaipusam in Singapore, were presented
through online and social media channels. In addition to disseminating cultural
content to wider audiences, digital programmes can also offer a platform for
ICH communities to stay connected. In 2020, NHB organised a series of online
activities as part of the Ramadan Together campaign. The campaign includes
online concerts, live streaming of cooking demonstrations of festive food,
and virtual conversations between members of the Muslim community about
Ramadan, to bring the Muslim community together when they could not
congregate in person due to COVID-19.
In addition, technological tools and platforms have played a major role
in co-production of heritage content. Since 2017, NHB’s DigiMuse initiative has
brought together artists, technology specialists and culture professions to cocreate projects which integrate culture, heritage, and technology. In 2020, in the
lead-up to the inscription of Hawker Culture as Singapore’s first ICH element on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of ICH, NHB launched an edition of DigiMuse
based on the theme of Hawker Culture. A call for proposals led to the creation of

Conclusion
As living heritage, ICH practices are influenced by and have to continuously
navigate the changing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landscape around them
– including the continued growth of the creative economy, and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digital technologies in creative and cultural sectors. While
there will be risks when embracing commercial opportunities in the creative
economy and adopting digital technologies, the various examples highlighted
in this paper suggest that the creative economy and cultural heritage can also
be complementary and add value to each other. As more ICH communities and
practitioners recognise the need to adapt and innovate to address economic
challenges, maintain livelihoods, and stay relevant, creative industries and digital
technologies can offer ways to safeguard ICH while preserving the meaning
and value of the ICH for the communities and practitioners involved, and
government agencies such as NHB can play a role in supporting the aspirations
of ICH communities in their transmission of 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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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여 년 동안 WEAVE에서 일해왔습니다. WEAVE는 세계공정무역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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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문제에 영감을 받은 여성들이 이루어낸 단체로 1990년에 세워졌습니다.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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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구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튼튼하고 유연적이며 자립가능한 난민 및 토착민
여성 그리고 그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역량 강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는 카레니(Karenni) 토착민 그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망은 있을까요? 태국-미얀마 국경지역에서 WEAVE는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다분야의 생태계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난민을 회복과 개발작업, 글로
벌 경제 영역 안으로 포용하도록 지지하며, 이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강력하
고 지속적인 해결책입니다.
난민의 위기는 우리 시대를 정의내리는 도전 중 하나입니다. 태국-미얀마 국경
에는 현재 92,000명 이상의 국적 없는 난민들이 30년 이상 미래 전망도 없이 유
랑하고 있습니다. 난민들은 전쟁과 폭력을 피해 달아나면서 가장 소중한 재산과
생계를 버리고 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시간을 초월한 전통,
기술, 지식, 공예기술 등 한동안 생계 벌이를 위해 활용되었던 것들입니다. 난민
을 받아들인 공동체 안에서 난민들은 아무런 권리도 없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취약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한적인 규제에 따라 쉽게 착취당하고, 차
별받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거부당하고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하며 존엄한 삶을
재건하려면 난관에 부딪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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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VE의 프로젝트는 우선의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세 개의 목표를 따

한 공동체에게 여성들이 부가가치를 부여하면서, 여성의 미래를 안정화시키는

릅니다. 그 목표는 공정무역을 통한 인도주의와 구호, 개발, 여성의 경제적 권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입니다. 양성평등을 위하여 여성교육을 제공하고, 아동과 여성지위 향상과 보호
를 위한 공동체의 노력을 지지합니다. 이것은 질 높은 교육이 빈곤 퇴치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권한부여의 열쇠가 된다는 신념에 기반한 활동입니다. 사회
적기업 모델을 공정무역에 적용하는 것이 그 핵심이며, 이것은 25년 전 WEAVE
의 시작부터 영감이 되었고 계속 집중해온 분야입니다.

WEAVE의 상품은 장인의 손으로 빚어져 아름다울 뿐 아니라 사랑이 깃들어 있
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인간성의 진정한 본질을 비추어 드러내고, 상품에는 치유
력이 있습니다. 그런 상품에는 고난 극복의 이야기뿐 아니라 난민들과 토착민 여
성들이 그들의 미래를 어떻게 재건했는지, 그렇게 하면서 세계 경제를 위해 어떻
게 의미있고 강력한 기여를 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강력하고 의미심장한 서
WEAVE는 카레니(Karenni)의 유서깊은 전통부터, 토착 지식, 관습, 예술공예 장
인정신까지 난민 여성들이 예술적 전통을 표현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
며, 그들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촉진합니다. 경륜있는 여성
장인들은 토착 직조기술, 손바느질 기술, 천연염색법을 젊은 여성들에게 전수해
줍니다. 디자인은 여성장인들이 받은 문화적 영감에 따라 그려나가지만, 제품 생
산은 WEAVE와 함께 공동창작합니다. WEAVE의 공정무역을 통해 여성 장인의
기술이 활용되고 세계시장을 사로잡는 상품이 생산됩니다. 이것은 난민을 수용

사가 들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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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에게 우리의 활동을 잘 보여드렸기를 바랍니다.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더 나은 길은 교육과 공정무역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증명한
다고 믿습니다. 이 발표는 WEAVE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변화
에 영감을 주기를 희망합니다.

WEAVE는 공정무역보증단체로서 그 사업경영이 확실히 사명을 실천할 수 있
도록 보증하며, 공정무역기준을 준수하는 활동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공
정한 임금지불, 쾌적한 근로환경, 아동 노동금지를 준수하며, 무엇보다도 환
경문제에 민감합니다. 공정무역 10대 원칙을 설계하여 권력불균형과 주변화
(marginalization)로 인해 주류기업과 무역이 취약한 장인들에게 권한을 주거나
극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난민의 상황 내에서 공정무역을 실천함
으로써 난민들에게 안전하고 공정한 생업의 기회를 격려하는 한편 보호막을 제
공하고 있습니다.
공정무역을 위한 WEAVE의 활동은 공정무역이 난민을 위한 기회를 확고히 만들
어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입니다. 난민들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볼 수 있는 장
인기술과 전문성은 그들의 가정과 공동체의 가난을 감소시키고 그들을 자립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여 생계를
개선시키고, 고향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수공예 제품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도움으
로써 그들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합니다. WEAVE는 난민들의 장인기술과 자기
계발이 기반이 되는 아름다운 컬렉션을 한데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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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founded in 1990 and is dedicated to saving lives, protecting rights,

Local Fair Trade for Creative Valu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mpowering and building strong, resilient and self-sustaining refugee and
indigenous women and their communities, including the Karenni indigenous
group.

Mitos Urgel
President and CEO at Women's Education for
Advancement and Empowerment (WEAVE) Foundation

On behalf of my organization WEAVE, I would like to share our work and how
we contribute to the creative value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he
indigenous communities of creative artisans on the Thai- Myanmar border.

The refugee crisis is one of the defining challenges of our time. On the
Thai-Myanmar, there are now over 92,000 stateless refugees displaced for more
than 30 years with no foresight of the future. Refugee often leave their most
valuable possessions and livelihoods when fleeing war and violence. What
they carry are their timeless traditions, skills, knowledge and craftmanship,
which they once used to earn a living. In their host communities, they often find
themselves exposed and vulnerable, without rights, they become particularly
prone to exploitation and discrimination and with restrictive regulations,
including not being allowed to work, refugees face great challenge in generating
For more than 20 years now, I work with WEAVE, a Foundation with a
Fair Trade Enterprise subsidiary, that is a Guaranteed Fair Trade of the World
Fair Trade Organization. WEAVE is an inspiring refugee-powered women’s

opportunities and in rebuilding their lives with dig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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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VE’s projects offer innovative solutions to address the priorities
within the framework of three goals: humanitarian and relief, development and
women’s economic empowerment through Fair Trade. Dedicated to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and their communities, WEAVE
extends education and support community initiatives that protect and promote
status of children and women. This is premised on the belief that quality
education is the single most effective means of reducing poverty and key to their
empowerment. Applying the social enterprise model with Fair Trade at the heart
of the business is the key, which has been the inspiration and concentration of
WEAVE since its inception more than 25 years ago.
But is there hope? On the Thai-Myanmar border, WEAVE works in
collaboration with appropriate stakeholders through multisector ecosystems
approach to support inclusion of refugees in the recovery, development efforts
and global economy that we found are amongst the most powerful and lasting
solutions available.

From the time-honored tradition, indigenous knowledge, practices and
artisanal craftwomanship of the Karenni, WEAVE facilitates ways and means
for the refugee women to express, promote and sustain artistic traditions
and preserve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enior women passed on the
indigenous weaving, hand-stitching, natural dyeing disciplines, techniques and
practices to younger women. Designs are drawn from the cultural inspi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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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women artisans and products are co-created with WEAVE. Through
WEAVE Fair Trade, the artisanal skills of women are harnessed to produce
captivating products for the global market, a critical means that enables them to
add value to their host communities and to secure their future.

WEAVE as Guarantee Fair Trade ensures that its enterprise is truly
mission-practicing and that it works and adheres to Fair Trade compliance
standards including; offering fair wage payments, ensuring decent working
conditions, no child labour, and it is addressing environmental concerns,
among others. The Fair Trade 10 Principles are designed to deal with harsh
WEAVE products are not just beautifully and lovingly handcrafted by

environments where power disparities and marginalization make mainstream

the artisans. There is a healing power in these processes which radiates and

business and trade unable to empower and support vulnerable artisans. By

display the real essence of humanity. The products give compelling narrative and

practicing Fair Trade within the refugee context, WEAVE ensures that it

significant stories of overcoming and how refugees and indigenous women can

offers protection to refugees while also encouraging safe and fair livelihood

rebuild their future, and in so doing, act as significant and powerful contributors

opportunities.

to the world economy.
The Fair Trade work of WEAVE is a living example of how Fair Trade
can truly cement opportunities for refugees to become self-reliant and alleviate
poverty at the households and their communities through their craftwomanship
and expertise in accordance to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rom providing
refugee women living in conflict situation to improve their lives and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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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ies one weaving at a time, to preserving their time-honored cultural heritage
through their handcrafted products inspired by the mountains in their home
country, WEAVE bring together an enchanting collection where the artisanal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한 광고 크리에이티브 전략

skills and self-development of refugees play a central role.
오충섭
한국관광공사 브랜드마케팅팀장

I hope that I have enlightened you about our work. I strongly believe that
we are part of a proof of concept that a better way of addressing refugee concerns
through education and Fair Trade is possible. This is our story at WEAVE. We
hope to inspire a broader transformation.

코로나 뉴노멀 시대의 콘텐츠 제작 컨셉 및 홍보 방향
한국관광공사는 그동안 엑소, 송중기, 이종석, 윤아 등 한류스타를 활용한 세련
된 홍보영상을 제작해왔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는 디지털 트래픽도 많아지고
한류스타를 활용한 팬덤 마케팅은 확장력의 한계가 있어서, 더욱 크리에이티브
한 바이럴1) 콘텐츠 영상의 확산 전략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당장 한국을 올 수는
없지만 나중에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면 한국을 최우선 관광목적지로 선택하
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만의 독특한 매력인 퓨전국악과 춤을 테마로 한 “Feel the
Rhythm of Korea”를 B프리미엄(B+)급 영상으로 만드는 최초의 시도를 하게 되
었다. (#Cheer up the world #Meet you later)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의 영상은 대부분 전략적 맥락(Context)으로 점잖게 제작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자칫하면 B급 영상 제작이 국민들에게 세금을 낭비한다
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공공기관은 위험을 무릅쓰고 튀는

1) 바
 이러스가 전염되듯이 소비자들 사이에 소문을 타고 물건에 대한 홍보성 정보가 끊임없
이 전달되도록 하는 마케팅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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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만들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한국관광공사는 주요 타깃 고
객인 글로벌 MZ세대의 수요나 취향을 지향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B 프리미엄
급 제작방향을 수립하였다. 광고업계의 격언인 “광고는 선을 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타야 한다.”와 “광고는 가장 앞서가야 하지만, 채택 가능해야 한다. (Most
Advanced, but acceptable)”는 말을 유념하며 새로운 스타일의 파격적인 광고
영상 제작을 시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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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럴 영상으로 글로벌 네티즌을 공사 채널로 유입시키자
2020년 코로나 시대의 단기적 전략 차원에서 공사 브랜드마케팅팀은 전사적 코
로나 슬로건(Our hearts are always open)을 개발하고, 코로나 관련 특별 영상
을 제작하였다. 이어서 뭔가 특이하고 재미있는 크리에이티브 영상을 만들어,
디지털로 공유될 만한 영상인 바이럴 영상(이날치밴드와 앰비규어스댄스컴퍼
니 출연) 6편을 제작하여, 공사 유튜브 채널(Imagine your Korea)로 많은 글로
벌 네티즌들을 끌어들이는 Pull 전략을 구사하였다. 특히 이 영상은 2020년 정부

크리에이티브 전략
한국의 모든 것이 한류와 미디어가 될 수 있다.

가 지정한 5개 관광거점도시와 서울편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 한 결과, 국
내외 네티즌 사이에서 ‘1일 1범’과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다.’
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지고, 커버댄스 따라하기, 영상에 대한 해석 및 평가 등 밈

한국관광공사는 1990년대 초반, 한류 시작부터 최근까지 한류를 주로 K-드라마

(Meme)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렇게 공사 채널에 유입된 네티즌을 타깃으로 후

와 K-POP에 집중하여 관광마케팅에 활용하여 왔다. 하지만 21세기 신(新)한류

속타로 전략적인 영상인 동남아 타깃의 아이돌 그룹 "있지(ITZY)" 영상을 통해

는 한국의 음식, 한복, 한글, 공연, 라이프스타일 등 전방위적으로 한류의 범위가

초개인화 마케팅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2020년 광고캠페인 주제인 “Feel

확장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소비자 자신이 미디어가 될 수 있

the Rhythm of Korea”를 테마로, 11월 초부터 바이럴영상의 음악(범내려온다)

어서, 공사도 ‘브랜드 저널리즘’(더글라스 홀트 교수)의 관점에서 고객들이 관심

을 활용하여 “글로벌 온라인 커버댄스 캠페인”을 시작하여 최종 12월 5일, 비대

을 가질 만한 콘텐츠를 꾸준히 생산, 유통, 관리함으로써 우리의 진성고객이 한

면 스튜디오에서 최종 지역 5개 거점도시와 글로벌 네티즌들의 커버댄스 심사

국 곁에 늘 머물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마케팅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한

등을 생방송으로 연결하여 글로벌 행사를 전개하였다.

국 관광을 판다는 것은 한국의 사회 문화적 요소 및 매력을 홍보한다는 것과 같
아서 “문화브랜딩 전략”의 기본적 속성도 가지고 있다. 결국, 한국의 모든 것이
미디어가 될 수 있다. 즉 모든 순간과 사람이 미디어가 될 수 있다.(Everything is

Feel the Rhythm of Korea 시즌 2

Media. Every Moment is Media and Every Person is Media). 다시 말해, 코로

Feel the Rhythm of Korea 시즌 1에 이어, 시즌 2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

나 방역상황도, 마스크 디자인도, 광고 제작과정도, 택배기사도, 강아지도 미디

광공사가 2021년 내놓은 한국관광 바이럴 홍보영상으로, 경주/안동, 대구, 순천,

어가 될 수 있다는 전략 아래, 한국관광공사 유튜브 채널(Imagine your Korea)

서산, 부산/통영, 양양/강릉, 서울 등 총 10개 도시를 촬영지로 한 8개의 영상으

을 한국관광 대표 프리미엄 채널로 구축하기 위해 특급 프로젝트도 가동하였다.

로 구성됐다. 이는 한국 내 다양한 지역의 전통·현대적 매력을 K-힙합과 민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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렴구가 어우러진 음원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각 1분 30초 전후 분량의 홍보

이제 지방(Local)은 그 나름의 “~답다”로 기억되는 도시가 되어야 생존이 가능

영상은 2021년 9월 3일 한국관광공사 공식 유튜브 계정(ImagineYourKorea)을

하다. 한국의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방이 제각기 나름의 “~스럽다”로 인

통해 공개되었다.

식되기 위해서는 “로컬 브랜딩”을 본격 추진해야할 시점이다. K-방역이 국가의
브랜드를 향상 시켰듯이 로컬 브랜딩은 한국의 다양한 지역을 세계에 부각시켜

Feel the Rhythm of Korea 시즌 2 제작 컨셉
메인컨셉
벤치마킹 도시
소재
표현방식

- 한국의 핫한 장소, 젊은 예술가들의 골목 등 지역의 독특한 문화,
라이프스타일을 “힙합음악＂을 통해 표현하는 지역홍보 영상 제작
- 한국 민요를 컨셉이나 후렴구로 사용
- 포틀랜드, 베를린, 오스틴, 바젤 등
- 도시별 힙스터들의 거리 (예술, 스타트업, 골목, 로컬문화 등)
ex) 강릉(서핑), 전주(남부시장) 등의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문화,
라이프스타일
- 각 지역별 8~10개의 지역(거리/골목)선정, 랩(힙합)을 가미한 음악을
활용하여 영상 제작

궁극적으로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한 단계 높일 것으로 확신한다. 바야흐로 이제
는 로컬 브랜딩(Local Branding) 시대가 되어야 한다.
2) C & C. [Collaboration & Customer experience] 전방위적 협업을 통한 고객
경험(CX) 강화
오늘날의 소비자는 기술, 서비스 및 제품을 결합하여 자신의 모든 관심과 라이
프스타일 및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브랜드를 높이 평가한다. 이러한 새로
운 기대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많은 기업은 다른 기업과 협력하여 자사

한국의 각 지역별 문화, 트렌드, 일상 등 경쟁국과 대비되는 지역의 차별화된 관

의 가치와 유용성을 높일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 자사의 비즈니스를 ‘기하급수적

광요소를 바탕으로 바이럴될 수 있는 광고안을 제작하였다. 특히 디지털 상에서

(be exponential)’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방향으로 운영해

인기를 얻고 있는 표현방식을 활용하였고, 글로벌을 대상으로 한국의 지역관광

야 한다. 자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새로운 채널(제3자 회사)을 통해 전파하거나,

에 대한 인지도 및 선호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는 서로 다른 기업이 상호 보완적인 경험을 통해 이를 강화하는 것이다. 지금
시장은 고객의 요구를 중심에 두는 융합과 통합을 향해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

중점 추진 방향
1) L. [Local Branding] K-관광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 생존전략인 ‘로컬 브랜딩’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출생률이 낮은 국가이다. 특히 2700년대가 되면, 인
구 통계학적으로 서울에 마지막 시민이 태어난다고 한다. 인구의 감소는 지방의
소멸로 이어지고, 지역경제가 무너진다. 미국 포틀랜드는 특별한 랜드마크나 관
광지 없이 킨포크(라이프스타일 트렌드잡지)가 발행되고 젊은 힙스터가 모여서
유명해졌고, 베를린은 베를린시의 정책적인 예술가들 지원으로, 예술가의 성지
가 되었다.

에 일부 기업은 현재 ‘공동 창작(Co-creation)’은 물론, 경쟁사와의 협업으로 개
방형 혁신을 통해 시너지를 일으키는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온라인 기업인 아마존, 알리바바, 애플 등은 오히려 오프라인 매
장이나 공간(Plaza)을 만들면서 고객과 소통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결국 핵심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바일을 구분하지 않고(Seamless), 모든 채널을 유기적으
로 통합 운영하여 최고의 고객경험(CX, Customer Experience)을 제공하는 것
이다. 결국, 중심은 늘 그렇듯이 고객이다. 이에 한국관광공사는 2020년 신규 런
칭한 한국관광 대표캐릭터인 ‘킹덤프렌즈’와 ‘Feel the Rhythm of Korea’ 시즌1

241

242

Session 03

Creative Industry and Futur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과 시즌2를 활용한 전방위적 고객 경험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한국 토종의 최
대 SPA 의류업체인 ‘탑텐’과는 캐릭터를 넣은 티셔츠 등 굿즈 제작 및 판매는 물
론, 바이럴영상 시즌1에 나오는 관광거점도시 이미지를 글로벌 아트웍 공모전으

Synergiz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r
Creative Advertisement

로 소비자와의 공동 창작(Co-creation)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판매 및 홍보
를 통하여 새로운 고객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경쟁국가의 정부관광기구
인 ‘싱가포르관광청’의 대표캐릭터인 ‘멀라이언(멀리)’과의 콜라보를 통한 각종

Choongsub Oh
Director of Brand Marketing Team, Korea Tourism Organization

공동 마케팅 활동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EBS(펭수 등), 아모레퍼시픽(이니스프리 등), 쿠팡 및 게임회사 등
다양한 이종 산업 분야 및 업종과의 협업을 통해서 글로벌 고객에 대한 새로운
고객 제안과 신선한 바이럴 콘텐츠를 제작, 홍보를 통하여 ‘With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대전환을 대비해 나아갈 계획이다.

Content conceptualization and promotion in the new normal
conditions of the pandemic
It has long been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s strategy to produce sleek
promotional videos featuring internationally famous Korean celebrities such
as EXO, Song Joongki, Lee Jong-suk, and Yoona. However, in the pandemic
era, there has been huge growth in digital traffic, and there arose the need to
go beyond the limited reach of celebrity fandom-based marketing, with more
creative viral1) content to reach a wider audience. Thus, the “Feel the Rhythm
of Korea” campaign was born, an unprecedented attempt featuring the unique
charm of fusion Korean traditional music (gugak) and dance in a series of
“premium B grade (B+)” videos, aimed at capturing the attention of people
around the world, so that they, while unable to visit Korea in the circumstances
of the pandemic, would choose Korea as the first place to visit when the situation
improves. (#Cheer up the world #Meet you later)

1) Marketing strategy that uses word-of-mouth to spread promotional information among
consumers like a 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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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general, videos from the public sector tend to be more conservatively

everything about Korea can become media. “Everything is Media. Every Moment

produced due to strategic context. Going with a B-grade aesthetic would be

is Media and Every Person is Media.” In other words, the country’s pandemic

more likely to draw criticism from the public that it is a waste of taxpayers’

management, mask designs, the making of its promotional videos, package

money. Thus, it has been a challenge for public institutions to take the risk and

delivery people, and even puppies can be media. This was the strategy for this

make videos that break away from the norm. However, the Korea Tourism

special project to turn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s YouTube channel

Organization decided on a premium B grade strategy, to align with the

“Imagine Your Korea” into the prime choice for Korean tourism videos.

needs and preferences of its target audience, millennials and gen Z viewers
around the world, while maintaining a level of quality in production. The

Pulling in global internet users with viral videos

two axioms of advertising, “Tread the line without crossing it” and “most
advanced, yet acceptable”, were the guiding principles in the production of these

As a short term strategy in the 2020 COVID-19 pandemic era, the KTO brand

groundbreaking promotional videos.

marketing team developed the slogan “Our hearts are always open” and made
special videos related to the pandemic. Following that, they made 6 unique
and creative videos designed to go viral, featuring band LEENALCHI and

Creative strategy
Everything about Korea can be hallyu and media content.

Ambiguous Dance Company, in a pull strategy to draw global internet traffic to
the KTO YouTube channel (Imagine your Korea). These videos, filmed in the
5 tourism hub cities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and Seoul, were upload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Korean wave or hallyu in the early 90s to recent

to YouTube in 2020 to stunning response, with internet users coining new

years,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had focused mainly on Korean dramas

phrases such as ‘one beom a day’ and ‘the video you can’t just watch once’ to

and K-pop in tourism marketing. However, the new Korean wave of the 21st

describe the phenomenon. There have been analysis videos, response videos

century has expanded into all aspects of Korean culture, including food, hanbok,

and memes based on them. With a larger audience of internet users drawn to

hangul, performing arts and lifestyle. Moreover, with the advancement of

the KTO channel through these viral videos, KTO launched a follow up hyper-

digital technologies, consumers can themselves become media content. In this

personalized marketing campaign targeted at Southeast Asia, featuring the

new environment, KTO needed to turn to brand journalism (Douglas Holt)

K-pop group ITZY. Finally, in early November 2020, it launched a global online

marketing, in which content catering to the consumers’ interests is continuously

cover dance campaign in continuation of the theme “Feel the Rhythm of Korea”,

generated, distributed and managed, to keep loyal fans interested in Korea.

using the music from the viral video (Beom naeryeoonda (Tiger is Coming)),

Selling Korean tourism is equivalent to promoting the country’s sociocultural

and culminating in a global event streamed live from a virtual studio connecting

aspects and charms, making it a kind of cultural branding strategy. Ultimately,

the 5 hub cities, to judge the cover dances submitted by internet users arou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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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l the Rhythm of Korea Season 2

Direction and Focus

After the success of Feel the Rhythm of Korea Season 1, KTO released Season 2

1) L. [Local Branding] Ultimate goal of K-tourism is local branding, the
survival strategy for small cities

of the viral marketing campaign in 2021, comprising 8 videos filed in 10 citiesGyeongju/Andong, Daegu, Suncheon, Seosan, Busan/Tongyeong, Yangyang/

Korea has the lowest birthrate in the OECD, with demographic projections

Gangneung, and Seoul. These videos showcase the traditional and modern

predicting that the last citizen of Seoul will be born in 2700. Population decline

charms of these regions set against the musical backdrop of K-hiphop fused

leads to the dissolution of smaller cities and local economies. Portland in

with Korean folk song (minyo) choruses. The videos, 1 minute 30 seconds long

the United States became famous, not for any special landmarks or tourism

each, were uploaded on “ImagineYourKorea”, the official YouTube channel of the

destinations, but for its community of young creatives and the publication of

Korea Tourism Organization on Sep 3, 2021.

the lifestyle and trends magazine, Kinfolk. Berlin established itself as a city of art
through an effective policy drive to support young artists.

Concept for Feel the Rhythm of Korea Season 2

Key Concept

Benchmark
cities

-R
 egional promotional videos showcasing the unique culture and
lifestyles in the respective regions (hot places, young artists etc.)
with a trendy and youthful energy expressed through hip hop music
- Korean folk songs (minyo) used as a motif or chorus
- Portland, Berlin, Austin, Basel

Content

-H
 ip culture and neighborhoods in each city (art, startups, streets,
local culture etc.)
ex) Culture and lifestyle of local creators such as surfing in
Gangneung, Nambu Market in Jeonju

Method of
expression

-8
 to 10 neighborhoods (streets/alleys) in each city, video with rap
(hip hop) music

We created storyboards for promotional videos based on differentiated

Smaller cities now have to establish themselves as adjectives, in other words, to
have a strong image associated with them in the public consciousness, to survive.
This is also true for the various small cities in Korea. For small cities to leave
strong impressions in people’s minds, they need to adopt active local branding
measures. Just as Korea’s response to the pandemic boosted the national brand,
local branding showcases the various regions of Korea to a global audience,
ultimately contributing to the national brand as well. This is the beginning of the
era of local branding.

tourism attractions (culture, trend, everyday life) in the various regions of Korea

2) C & C. [Collaboration & Customer experience] Enhancing customer
experience (CX) through collaboration

designed to go viral. We chose a method of expression popular in online media,

Consumers these days appreciate brands that combine technology, services

targeted at a global audience to raise awareness and preference for tourism to the

and products to cover all of their interests, lifestyles and needs. To respond

various regions of Korea.

effectively to this new consumer expectation, many companies choose to
collaborate with other companies to raise their own value and usefulness. To
‘be exponential’, businesses can choose between two different paths- to prom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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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products and services on new channels (3rd party company), or to enhance
them by offering consumers mutually complementary experiences through
collaborations. The market is headed towards convergence and integration
centered around consumer needs. Thus, several companies are implementing
business partnerships that generate synergy through open innovation, with cocreation and collaborations with competitors.
Global online companies such as Amazon, Alibaba and Apple are creating
stores and spaces in the real world to enhance communication with consumers.
The central keyword is seamlessness, integrating all channels organically, with
no distinction between online, offline and mobile interfaces, to provide the best
customer experience (CX). Ultimately, the focus is always the customer. Thus,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s strategy is to enhance customer experience in
all areas with the new Korean tourism mascots, Kingdom Friends, unveiled in
2020, as well as the ‘Feel the Rhythm of Korea’ Season 1 and Season 2 campaigns.
It collaborated with Korea’s largest local SPA brand Top Ten to produce and sell
t-shirts and other merchandise bearing the mascots, and organized a global
artwork competition based on images of the tourism hub cities from Season
1, to co-create merchandise with consumers that will be sold and promoted in
physical stores, providing a whole new customer experience. Additionally, the
mascots will also be used in joint marketing campaigns with Merli, the mascot of
the Singapore Tourism Board, a competing nation in the global tourism market.
Going further, there will be collaborations with companies in various
industry sectors such as EBS (Pengsoo etc.), Amore Pacific (Innisfree etc.),
Coupang and game companies to present new products and services to
customers worldwide, as well as produce and promote fresh viral content, in the
great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Living With Coronavirus”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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