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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션  2020.09.23.(수) |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정의하며 | 좌장: 천진기 前국립민속박물관장

시간 내용 발제자 

14:00 - 14:15 개회식

14:15 - 14:30
기조발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정의하며
에르네스토 오토네
(유네스코 문화사무총장보)

14:30 - 14:45
발표1

인류세와 무형문화유산
박범순
(카이스트 인류세연구센터 소장)

14:45 - 15:00

발표2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가능농업,  
미크로네시아의 혼농임업

프란시스 레그
(미크로네시아연방 야프 역사보존연구소 소장)

15:00 - 15:15
발표3

위험에 맞서는 무형유산, 눈사태 위험관리
마이클 브룬들
(스위스 눈과 눈사태 연구를 위한 WSL 연구소 책임연구원)

15:15 - 15:30

발표4

생태 인문학 속의 무형유산:  
태평양 지역의 토착민 문화를 중심으로

엘리자베스 들러그리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LA 캠퍼스 교수)

15:30 - 16:00 패널토론

2세션  2020.09.24.(목) | 인류의 위기극복과 무형유산 | 좌장: 한건수 강원대학교 교수

시간 내용 발제자 

14:00 - 14:30

특별강연1

인류의 미래와 생태적 전환,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의 역할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14:30 - 14:45

발표1

자연과 상호작용하는 무형문화유산:  
토착전통지식체계를 중심으로

치디 오구아마남
(캐나다 오타와대학교 교수)

14:45 - 15:00

발표2

무형문화유산으로 보는  
인도의 재해저감관리 사례

라훌 고스와미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퍼실리테이터)

15:00 - 15:15

발표3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바다윤리 :  
일본, 호주, 미국의 전통어업 사례를 중심으로

쿠미 카토
(일본 와카야마대학교 교수)

15:15 - 15:30

발표4

해안 생태계 복원력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동티모르 지역주민의 문화양식 사례를 중심으로

시니키네쉬 베이옌 짐마
(유엔환경계획 지역조정관)

15:30 - 16:00 패널토론

3세션  2020.09.25.(금) |  일상 속의 무형문화유산,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 좌장: 윤금진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

시간 내용 발제자 

14:00 – 14:30

특별강연2

무형문화유산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동체의 과제

마이클 메이슨
(스미스소니언연구소 민속생활문화유산센터장)

14:30 – 14:45

발표1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NGO의 역할과 환경적 지속가능성

브라이언 그레고리 미첼
(퍼시픽블루재단 이사장,  
캘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 명예교수)

14:45 – 15:00
발표2

자연과 무형문화유산, 그리고 법
아니타 바이바드
(라트비아문화교육원 교수)

15:00 - 15:15

발표3

코로나 시대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 

에릭 제루도
(필리핀 산토토마스 대학교 교수)

15:15 - 15:30
발표4

우리, 다함께 무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청년네트워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15:30 – 16:00 패널토론

포럼 일정



SESSION 1  2020.09.23.(Wed) | Re-def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ity and Nature 
| Moderator: Jingi Cheon Senior Curator of National Museum of Korea. Former Director of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Time Presentation Presenter

14:00 – 14:15 Opening Ceremony

14:15 – 14:30

Keynote Presentation
Re-def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ity and Nature

Ernesto Ottone 

(Ramirez Assistant Director-General for Culture of UNESCO)

14:30 – 14:45

Presentation 1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in the 
Anthropocene

Buhm Soon Park 

(Director, Center for Anthropocene Studies at KAIST)

14:45 – 15:00

Presentation 2
Sustainable Agriculture in Nature, 
Micronesian Agroforestry

Francis Reg 

(Head of the Yap States Historic Preservation Office (HPO))

15:00 - 15:15

Presentation 3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Protection,  
Avalanche Risk Management

Michael Bruendl 
(Head Research Group Avalanche Dynamics and  
Risk Management, WSL Institute for Snow and  
Avalanche Research SLF)

15:15 - 15:30
Presentation 4
Pacific Islands of the Anthropocene

Elizabeth DeLoughrey 

(Professor of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15:30 – 16:00 Panel Discussion 1

SESSION 2  2020.09.24.(Thu) | Humanity’s Response to the Crisis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Moderator: Geon Soo Han Professor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ime Presentation Presenter

14:00 – 14:30

Special Lecture 1 
Future of Humanity, Ecological Turn, and 
the Rol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Jae Chun Choe 
(Chair Professor of Ewha Womans University,  
Former Chair of U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14:30 – 14:45

Presentation 1
Mitigating 'Nature Deficit':  
Indigenous Languages and Oral Literature

Chidi Oguamanam 

(Professor of Law, ABS Canada, University of Ottawa)

14:45 – 15:00

Presentation 2
India’s Disaster Reduction and Management 
throug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ahul Goswami
(UNESCO Asia Facilitaor for ICH)

15:00 - 15:15

Presentation 3
Sea Ethics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aditional Fisheries and Climate Change 
in Japan, Australia, and the United States

Kumi Kato 

(Professor of Tourism, Wakayama University, Japan)

15:15 - 15:30

Presentation 4
Building Ecosystem and Community 
Resilience in Asia and the Pacific Region, 
the Role of Indigenous Knowledge  
- The Case of Timor Leste

Sinikinesh Beyene Jimma 

(Regional Coordinator,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15:30 – 16:00 Panel Discussion 2

Program

SESSION 3  2020.09.25.(Fri) |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Our Daily Lives, Towards a New Age
| Moderator: Keum-jin Yoon President of Culture Foundation of National Museum of Korea

Time Presentation Presenter

14:15 – 14:30

Special Lecture 2
Role of Communities in Promoting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ichael Mason
(Director, Smithsonian Center for  
Folklife and Cultural Heritage)

14:30 – 14:45

Presentation 1
The Role of NGOs in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Greg Mitchell 
(President and Chairman of the Board of the  
Pacific Blue Foundation, Professor Emeritus of UCSD)

14:45 – 15:00

Presentation 2
Natur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Law

Anita Vaivade 

(Assistant Professor of Latvian Academy of Culture)

15:00 - 15:15

Presentation 3
Role of the State i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afeguarding  
in the COVID-19 Pandemic

Eric Babar Zerrudo 

(Assistant Professor of University of Santo Tomas)

15:15 - 15:30
Presentation 4
All together, Intangible Heritage

ICH Youth Network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15:30 – 16:00 Panel Discussio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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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매우 도전적인 한 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만

나 다양한 생각들을 주고받고 생생한 감동을 느끼던 지난해가 기억나지 않을 

만큼 수많은 온라인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과거에 누리던 많은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고마움의 반대말은 당연이라고 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당연하다고 받아

들였던 우리의 자연과 문화도 사실 너무나도 고마운 우리의 유산이자 미래세

대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어쩌면 고마운 

마음에서 비롯하는 개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0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은 이러한 고마운 마음을 담아 무형문화유산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간, 자연 그

리고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후변화와 생태적 위기를 직면하

고 있는 인류에게 무형문화유산의 가치와 역할을 재발견하는 자리를 마련했

습니다. 

2 0 2 0  세 계 무 형 문 화 유 산 포 럼

인간, 자연,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국립무형유산원

원장 채수희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금기형

무형문화유산은 인간과 자연이 상호작용하며 축적해온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

식이자 실천입니다. 연행과 전승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강

하게 하며, 동식물에 대한 지식, 전통치료 체계, 우주론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을 향한 가치와 신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기후

변화, 계속되는 삼림 훼손, 확대되는 사막화로 인해 소멸의 위협을 받고 있습

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공동체의 회복력을 강화하거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대안으로써도 역할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0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을 통해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핵

심적인 요소로서 우리의 무형유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연과 오래된 역사

를 가지고 있는 무형유산에서 지혜를 찾아 현재 우리 인류가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할 방안들을 모색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Director

Su-Hee C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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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year has been quite a challenge to everyone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o accommodate the unprecedented situation, most of the events 

are being offered through online platforms this year. Meanwhile, our precious 

and vivid memories of the time when we shared ideas in offline events are 

slowly fading away from us. Nevertheless, these changes have awakened us to 

appreciate our normal-life that we enjoyed together in the past.

People say that the opposite of gratitude is taking things for granted. 

Nature and culture that we have taken for granted until now are, in fact, 

the heritage and resources that we must appreciate and safeguard for future 

generations. The idea of sustainable development is, perhaps, something that 

can be conceived from the appreciation of things we have taken for granted. 

With the appreciation in our mind, the 2020 World Forum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ies to look at the cultural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i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o the theme 'Human, Natur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ould offer us an opportunity to rediscover the value and 

the rol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we are facing climate change and 

ecological crisi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the knowledge and practice of nature 

and the universe that has been accumulated through the interaction between 

humankind and nature. The process of practicing and transmissions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trengthens the communal identity and the sense 

of belongingness. It influences our values and beliefs towards nature, such as 

our knowledge of flora and fauna, traditional healing systems, and cosmology. 

It is true tha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s been in a crisis of extinction due 

to climate change, constant deforestation, and widening desertification. But it 

is also true that the rol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attracting attention as 

an alternative to reinforce community resilience and enhanc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the midst of crisis. 

2020 World Forum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ill examin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the key to achieving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expected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us to find the wisdom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r the solution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humanity has faced.

2020 WORLD FORUM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uman, Natur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오늘 저는 2020 세계무형문화유산 포

럼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먼저 올해 포럼을 열기 위해 지치지 않고 일해주신 주최 측에 축하를 드립니

다. 대한민국의 문화재청은 유네스코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와 함께 수년 동

안 유네스코의 중요한 파트너였습니다. 유네스코의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

호 협약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해 공동체와 대학, 그리고 NGO가 네트워킹과 

지식교환을 하도록 지지해주었습니다. 이 포럼은 무형문화유산에서 중요한 

핵심 주제에 관해 지역과 국제차원에서 대화와 협력을 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생물다양성의 상실, 자연위기 증가는 이 시대의 시급한 이슈를 대

표합니다. 이 도전에 맞서려면 우리의 행동과 지구와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있어서 사람과 자연과 문화 사이

의 상호의존성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일 것입니다. 무형문화유산, 또는 살아있

는 유산은 사람을 자연과 문화에 연결합니다. 특히,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

과 실천, 그리고 자연환경과 긴밀히 상호작용하며 발전된 공동체에 관한 지식

과 실천이 무형문화유산에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식물과 동물, 전통 농법, 치유 체계, 계절별 제례, 성인식, 

우주론, 구체적인 구전 전통, 공동체가 세대를 거쳐 전승한 표현들이 포함됩

니다. 

무형문화유산은 살아있는 유산으로써 계속 진화하고 변화하며, 우리의 정체

성을 지지해주고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는지, 어떻게 보고 행동

하는지를 형성시킵니다. 현재 인류세에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은 어

느 때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많은 무형문화유산이 자연환경과 직접 관련됩니

다. 예를 들어 케냐의 미지켄다 Mijikenda 족은 조상들이 살았었다고 믿고 있

는 카야스 Kayas라는 신성한 숲에 영적인 의미와 문화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

습니다. 카야스에는 미지켄다 지역공동체의 매장지와 사당이 있습니다. 이것

은 미지켄다 족이 성공적인 수확을 기원하고, 그곳에서 자라고 재생되어온 여

러 세대의 건강과 웰빙을 기원하는 제례를 할 때 필수적인 공간입니다. 그런 

지식과 실천과 제례는 인간 사회가 수천 년 동안 자연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도

록 안내하였습니다. 복잡한 자연환경의 식물과 동물에 대한 지식은 생물다양

성 보호와 자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초가 되어줍니다.

이러한 지식과 실천에는 자연을 대하는 특정 가치관이 함께 합니다. 환경을 

대하는 태도를 길러주고 관계를 형성해주어, 자연에 대한 존중, 보호 의무, 그

리고 연결의식을 길러줍니다. 많은 토착 공동체는 인간과 자연을 구분 짓지 

않습니다. 동물과 식물을 영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기를 요청합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통해 이런 다양한 가치관을 이해하고 알리는 것은 앞으

로 필연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하고 참여적

인 환경관리 과정을 채택하도록 촉진할 것입니다. 성장과 소비에 점점 집중하

는 세상에서 지역공동체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발달시켜온 실천과 지식, 그리

기조발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정의하며 

에르네스토 오토네

유네스코 문화사무총장보  



고 생활양식은 우리가 지구와 지속가능한 관계를 맺고 자연과 친밀한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내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 보다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올해에 전 지구적인 코로

나바이러스 대유행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류가 상호의존적이고 연결

되어 있는 공동운명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경제 및 식량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생물다양성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를 함께 

돌보아 후세에 넘겨주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무형문화유산은 그런 시급하고 복합적인 도전을 지속가능하게 해결할 방법

을 찾도록 우리의 방향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2003년 무형문화

유산 보호협약에 따라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과 정책에 

통합시키도록 회원국 정부와 함께 긴밀하게 협력해왔습니다. 

또한,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의 집행이사회는 무형문화유산과 지속

가능한 발전 간의 관계를 인정하고 2015년에 새로운 조항을 채택하였습니

다.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학제 간 협력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유네스코는 자

연과학, 문화, 교육, 커뮤니케이션 전반을 아우르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자연과 문화가 연결되고 상호 보완하며 함께 다양한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고유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유네스코는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과 긴밀히 협력하며 문화와 생물다양성 사이의 관계 인식을 높였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 세계생물다양성 실행계획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올해에는 이 작업이 특별히 중요합

니다. 기후변화 분야에서 유네스코는 문화와 기후변화정책, 그리고 대응 노력

을 통합하기 위해 회원국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

유산을 위한 유네스코의 활동이 기초를 제공하고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유

네스코의 활동은 농업기술, 일기예보 시스템, 토지사용전략에 관한 지식과 실

천을 통해 위기를 감소시키고 기후관련 재난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

기 위한 많은 효과적인 적응 대책마련에 기초를 제공하였습니다. 2003년 협

약에 따른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이 지식에 기초하여 재난위기 감소와 무형문

화유산 보호를 연결하는 새로운 교육자료를 최근에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유네스코는 문화유산 및 기후과학 분야의 선도적인 전문가들을 초대하

여 문화가 어떻게 기후변화 문제에 어떻게 이바지를 하는지 논의하였습니다. 

논의 중에 우리는 이 주제가 얼마나 중대한지, 기후변화 정책과 행동에서 모

든 형식의 문화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알게 되

었습니다.

여러분,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상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을 둘러싼 현재 우

리의 도전은 모두 상호연결 되어있습니다. 모두 가치관과 자연과의 상호작용

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 이 지구를 돌보는 책임은 우리

의 것입니다. 

무형문화유산은 그 도전에 맞설 적절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형문

화유산은 우리 사회의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모든 이를 위해 더 지속가능하

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우리 모두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

는 일에 함께 합시다. 

대한민국 문화재청과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그리고 이 포럼 참석자들에

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논의의 결실이 풍성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cellencies, ladies, and gentlemen, it is my great pleasure to join you today 

on the occasion of the 2020 World Forum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 will first like to congratulate the organizers for their tireless efforts 

to make this year’s forum a reality; the Korean National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er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ICHCAP) has been an important partner to UNESCO 

over the years.

They have promoted awareness of the 2003 Convention and supported 

communities, universities, and NGOs to network and exchange knowledge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is year’s world forum testifies to your capacity to foster regional 

and international dialogue and cooperation on the key terms in the field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climate change, biodiversity loss, and the rising 

number of natural hazards represent some of the most pressing issues of our 

time. 

Meeting these challenges will require new ways of thinking about our 

actions and our relationship to the planet, which is the key to appreciating  

the interdependence between people, nature, and cultur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r Living Heritage connects people with nature and culture. It 

encompasses, among other things, 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 and the community that has developed in close 

interaction with their natural environment.

These may include, for instance, knowledge about local flora and fauna, 

traditional farming techniques, healing systems, seasonal rituals, initiation 

rites, cosmologies, oral traditions, and expressions that communities passed 

from one generation to generation. 

Living Heritage is continuously evolving and changing. It underpins 

our identity and shapes who we are, what we value, and how we see and act 

in the world today. In the current Anthropocene era,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s never been more important. Many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are directly linked to the natural environment. In Kenya, 

for example, the Mijikenda people attach spiritual and cultural significance to 

sacred forests called the Kayas. The Kayas contains burial areas and shrines 

essential for the enactment of rituals that Mijikenda performs for a successful 

harvest, and the good health and well-being of the people developed and 

renewed across generations. Such knowledge practices and rituals have 

guided human societies in their interactions with the natural environment 

for millennia. The knowledge about flora and fauna of complex natural 

environments provides a basis for protecting biodivers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KEYNOTE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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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not only that such knowledge and practices carry with them 

certain values towards nature; they shape a particular attitude and relationship 

to the environment – often fostering notions of respect, custodianship, and 

connectivity towards nature. Many indigenous communities, for instance, do 

not necessarily see a distinction between humans and nature. And often are 

called deep spiritual importance to animals and plants. 

Understanding and promoting these different values through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ill be essential in the 

coming years to facilitate the adoption of responsible behaviors towards 

its management's environment and participatory process. In a world 

increasingly focused on growth and consumption, local communities' 

practices, knowledge, and lifestyles as part of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an help us think about new ways of building a sustainable relationship with 

this planet and living in closer harmony with nature.

The shift in thinking is needed now more than ever. This year, the 

coronavirus pandemic revealed that interdependencies and connections 

of our common destiny as human beings living on this planet other on a 

dramatic and global scale. We need biodiversity for our economy, food, and 

well-being. And it is our responsibility to care for this earth together and pass 

it on to future generation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an help orient us towards finding 

sustainable solutions to such complex and pressing challenges. Under its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ESCO has been working closely in these past years with state parties 

towards integrating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to 

sustainable development plans and policies.

In 2015, the Governing Bodies of the UNESCO 2003 Convention 

adopted a set of new provisions recogni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Meeting these 

goals will require an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ve approach. UNESCO’s 

cross-cutting mandate in natural and social science, culture education, and 

communication makes it uniquely able to explore the diverse way in which 

nature and culture are mutually reinforcing and interlinked. To this end, 

UNESCO has been working closely with the secretariat of the Convention 

for Biological Diversity to raise awareness of the links between culture and 

biological diversity. This work is of special importance this year up by volatile 

year for biodiversity as the discussion takes place to agree upon the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In the area of climate change, UNESCO 

has been working alongside its member states to support the integration of 

culture into climate change policy and response efforts. UNESCO’s work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emergencies has illustrated the fundamental 

ways in which 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the climate such as 

particular agricultural techniques, weather forecasting systems, and land-use 

strategies can provide a basis for many effective climate adaptation measures 

to reduce risk and enhance resilience to climate-related disasters. The 2003 

Convention’s global capacity building program has built on this knowledge in 

recently developing new training materials on the links between disaster risk 

reduction and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is year, UNESCO convened a reflection group compromising the 

leading experts in the field of cultural heritage and climate science to tackle 

how culture can serve as a resource in addressing climate change impacts. In 

the discussion, we have found the critical importance of this topic and the 

urgent need to improve the consideration of culture in all its form in climate 

change policies and actions. 



Ladies and Gentlemen, the current challenges we face around climate 

change, biodiversity loss, and the devastating Covid-19 pandemic are 

interlinked. They are all concerned with values and interactions towards 

nature, and it is our responsibility to take care of this planet for the future 

generati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an provide relevant solutions to address 

such challenges. Let us work together to safeguard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at constitutes the fabric of our society and contribute to a more 

sustainable and peaceful world for us all. 

Many thanks again to the Korean National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nd ICHCAP and all the 2020 World Forum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 wish you fruitful discussions. Thank you very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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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in the Anthropocene 
- 박범순 교수(Buhm Soo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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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클 브룬들(Michael Bruendl)

·  생태 인문학 속의 무형유산-태평양 지역의 토착민 문화를 중심으로  
Pacific Islands of the Anthropocene 
- 엘리자베스 들러그리(Elizabeth DeLoughr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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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인류세연구센터의 박범순입니다. 이 자리에 초청해주셔

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류세의 관점에서 볼 때 무형문화가 왜 중요한지, 그 유산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류세”라는 용어를 

생소하게 느끼실 분도 계실 텐데, 인류세는 “인류의 시대”를 뜻하는 지질학적 용

어입니다. 인류의 활동으로 인한 지구의 변화가 마치 대규모 화산폭발, 운석 충

돌에 비견될 정도로 너무 커져서, 이젠 새로운 지질시대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개념은 대기 화학자인 파울 크뤼천이 2000년에 제안

해서 처음에는 과학계에 퍼지고, 이어서 인문사회, 문화예술 여러 분야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현재 지질학계에서 이 개념을 공식적으로 채택할 것인지에 대해 논

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기후위기, 생태파괴 등을 포함한 지

구의 행성적 위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류세와 무형문화유산

박범순 교수

카이스트 인류세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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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신문 지상을 통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미국우주항공국 NASA가 

지난 1월과 2월 중국 상공에서 온실가스 주범 중의 하나인 이산화질소의 양을 

찍은 것입니다. 확연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이 주는 메시지는 단

순하지만 강합니다. 바이러스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생물과 무생물의 중

간에 걸쳐있는 존재가 인간의 사회생활, 경제활동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고 있

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사회적인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형성을 의

미하는데, 여기에 비인간이 크게 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진 몇 장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측의 사진은 비행기

의 주차장으로 변한 공항의 모습이고, 우측의 사진은 차들이 빽빽이 있는 주차장 

사진 같지만, 사실 푸드뱅크에서 나눠주는 음식물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차

들의 사진입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이 일어나기 수년 전부터 과학자들은 

이런 가능성을 예측하고 경고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생태계 파괴와 지구온난화

로 인수공통 감염병 (zoonotic diseases)이 창궐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엔은 현 코로나 사태를 “인간 활동에 대한 경고(SOS call for human 

enterprise)”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지난 8월 네이처 지(誌)에는 이 생태파

괴가 된 곳에서 박쥐나 들쥐 같은 동물의 개체 수가 크게 늘었음을 보여주는 논

문이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인류세의 시작점은 언제이고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시점과 관련해 몇 가지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구 평균 온도의 변

화추이에 대한 것인데, 보시다시피 20세기 들어서, 특히 1950년 이후로 온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026 SESSioN  01 027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정의하며 

지구온난화와 관련해서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중요한데, 이것을 직접 

측정한 것은 1958년 이후입니다. 보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관련하

여 녹색으로 나타낸 해양 이산화탄소 농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그래프

는 이에 따른 해양 산성화의 진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인간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

니다. 이 그래프는 영국의 GDP 변화를 13세기부터 현재까지 나타낸 것인데, 20

세기 들어 특히 후반부에 급격히 증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50년을 기점으로 “대가속”(Great Accerlation)의 시대가 시작했다고 

보고, 이 시점을 인류세의 시작점으로 봅니다. 여기 나온 지구시스템 지표, 그리

고 사회경제 지표 모두 분명한 변화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기상이변은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으며, 플라스틱, 닭 뼈, 방사성물질

이 지층에 기록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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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세에 대한 논의는 학계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크

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인류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기사가 영국의 

시사전문지 이코노미스트지에 표지 기사로 실린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한 것은, 

“우리가 지구를 많이 바꾸었는데 이젠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고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와 같은 용어를 크게 거부감없이, 이러한 역사적 과정은 좋은 것 

또는 필연적인 것, 진보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

이 담보하는 “근대성”(modernity)이 인간-비인간, 생물-무생물, 정신-육체 등의 

이분법에 근거하고 있고, 더 나아가 자연과 문화는 다른 범주에 있는 것으로 생

각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사고방식은 바로 이 근대성의 이분법

을 극복해 “자연문화”(natureculture)를 하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버섯, 나무, 돌, 물고기, 네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안나 칭(Anna Tsing)이란 미국의 인류학자가 송이버섯(matsutake)에 대한 

책을 써서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인류학자가 인류학의 전

통적인 주제인 사람, 마을, 종족에서 벗어나 비인간인 버섯을 논의에 중심에 두었

기 때문이었습니다. 책도 매우 새롭게 시작합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

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본인은 산책하러 나가겠다고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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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버섯을 발견하길 바란다는 말로 논의를 이끕니다. 왜 버섯

에 주목할까요? 실제로 1945년 8월 히로시마에 원폭이 터진 후 그해 가을 폐허 속

에 처음 나타난 생명체가 버섯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1년 소비에트가 붕괴

했을 때 시베리아에 사람들이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찾은 것이 버섯이었다고 합

니다. 즉 버섯은 절망적인 곳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 착안해 칭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 특히 자연문화를 분리하지 않고 볼 

수 있는 몇 가지 개념을 제시합니다. 즉, 많은 사람이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데, 그보다는 생존가능성(livability) 이란 개념의 사용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다

른 생물 종, 또는 무생물과의 얽힘(entanglement)을 강조하고, 그런 얽힘 속에

서 우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지역적 상황을 조각성(patchiness)과 다중시간성

(multiple temporalities)와 같은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칭이 이 개념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는 송이버섯을 산에서 따서 시장에 팔면 나중에 요리되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

기 쉽습니다. 칭은 여기에 얽혀있는 생존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야생 송이버섯

은 일본인이 예전부터 좋아하는 것으로 많은 양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6년 체르노빌 사건 이후 방사능 오염으로 유럽에서 채취되던 송이버

섯의 양이 급격히 줄어들고,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이에 버섯 무역 상인들은 미

국 서북부 오리건(Oregon)주에 눈을 돌렸습니다. 왜 오리건일까요? 칭은 그곳을 

방문해 버섯채취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라오스, 캄보디아 출신

의 난민이 많았습니다. 왜 동남아시아인들일까요? 칭은 송이버섯과 동남아시아

인들 사이의 매우 우연적인 만남을 잘 그려냈습니다. 원래 오리건에는 폰데로사

(Ponderosa)라는 키가 크고 우람한 소나무가 많았는데, 20세기 초부터 벌목되기 

시작해 80년대에는 다 벌목되고 회사는 지역을 떠나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

게 황폐되고 버려진 자리에 키가 작은 로지폴(Lodgepole)이라는 소나무가 자라

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소나무 아래 송이버섯이 잘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동

남아시아인들 중에는 미엔(Mien)족 이 많았는데. 이들은 원래 중국 남부 산악지

대에 살던 종족으로 20세기에 라오스와 태국 산악지대으로 내려와 정착했습니

다. 이들 중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전쟁 후 캄보디아

에 설치된 난민촌에 지내다가 80년대에 미국에 난민의 자격을 받아 오게 되었습

니다. 사회에서 직장을 잡기 어려웠던 이들은 오리건 삼림지대로 들어가서 살았

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80년대 말부터 송이버섯이 좋은 가격을 받게 되

자 점점 더 수가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송이버섯을 “'백금(white gold)”라

고 불렀습니다. 미엔족이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생존 양식, 즉 산에서 

길을 잃지 않고 생존에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무형의 유산이 중요하게 작동한 것

입니다. 

이 사례를 가지고 칭은 “제3의 자연”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자연이 생태주의적

인 관계를 의미하고, 두 번째 자연이 자본주의에 의해 변형된 환경을 의미한다

면, 칭은 자본주의를 긍정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자본주의의 작동 하에서도 그것

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자연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보의 이데올로기가 

없는 자본주의,” 삶을 지탱해주기 위해 작동하는 조각적인 형태의 자본주의라고 

주장합니다.

이와는 좀 다르지만,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한국의 남쪽 

끝 남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남해에 서른한 개의 보호수가 있습니다. 이 보호

수 지정에는 물론 4~500년된 오래된 나무를 보존하자는 의미도 있지만, 이 지역

을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에서 보호한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할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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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의 당산제와 줄당기기놀이는 마을 사람들과 나무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월대보름에 (the first full moon day of the year based 

on lunar calendar) 윗마을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당산목에서 제사를 지내고, 아

랫마을 사람들은 아래에 있는 당산목에서 제사 지낸 다음, 두 편으로 나누어 줄

다리기 놀이를 합니다. 한해의 농사와 어획을, 즉 풍년과 풍어를 기원하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여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마을의 수호자: 남해 보호수 전(展)”이란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미술

가, 건축가 등을 초청해 남해 보호수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작업이 진행 중입

니다. 여기에 나온 설명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남해 보호수는 오랜 생명의 기록

이면서 연결자이며, 또 수호자다”라는 것이지요. 출품된 작품 중에, 잘린 가지

를 이어서 만든 “가지나무”라는 작품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초상화를 모아둔 

“존재의 초상”이란 작품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작품을 겹쳐서 볼 때, 인간과 자

연의 연결성이 더 잘 보입니다.

그다음으로 일본의 쓰나미 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후쿠

시마 사태가 일어났을 때 아네요시(Aneyoshi)라는 마을은 쓰나미 피해를 전혀 

받지 않았는데, 이 마을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쓰나미 비석이 여러 곳에 있다고 

합니다. 수백 년이 되어 문자를 읽을 수 없는 비석도 있지만, 대부분은 1896년에 

있었던 대규모 쓰나미 이후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지점 밑으로는 집

을 짓지 마라” 라는 경고문이 쓰여 있고,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쓰나미의 위험

에 대한 교육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오래된 비석 옆에 새것을 세운 곳

도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변에 거대한 방벽을 세우는 작업도 벌어졌습

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무형문화유산과 근대의 과학기술이 병존하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 아마존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이 물고기를 잡아먹기 전에 가

슴팍에 안고 쓰다듬는 풍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서울 일민미술관 

(Seoul Ilmin Museum)에서 열렸던 “디어 아마존”라는 전시에 출품되었던 조나

타스 지 안드리지(Jonathas de Andrade)라는 작가가 만든 다큐멘터리가 있습니

다. 여기서 원주민과 물고기의 관계는 단순히 인간과 인간을 위한 존재로서의 관

계가 아니라 자연에서 함께 사는, 공존하는 관계입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인간 

중심적 관념을 해체하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왜 인류세에서 무형문화유산이 중요할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음 

세 가지 답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자연과 문화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근대성의 관점을 극복하는 데 무형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세

월 동안 인간이 자연과 함께 살아온 관습을 살펴봄으로써 인간 너머 존재 (more 

than human beings) 의 행위성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세에서 큰 문제라고 보고 있는 생물다양성의 회복도 결국은 문화다

양성의 보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형문화유산이 기후위기와 같은 인류세적 위기의 감지 및 대안을 모

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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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resentation will examine why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vital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nthropocene.

Changes in our planet derived from human activities are now comparable 

to massive volcanic eruption and meteorite impacts in the past, to the extent 

that we can now consider the advent of a distinctively new geological era, the 

Anthropocene. This concept was first proposed by an atmospheric chemist, 

Paul J. Crutzen, in 2000 and was quickly adopted by earth system scientists 

and geologists, humanity scholars and social scientists, artists and performers. 

Yet this new geological concept is still not much familiar to the general public 

and has to go through many steps to get the official endorsement from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Stratigraphy. Nevertheless, it is safe to say that 

the Anthropocene refers to our planet's planetary crisis, which includes climate 

change and ecological destructi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in the Anthropocene

Buhm Soon Park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KAIST

Director, Center for Anthropocene Studies, KAIST

These two photos, which show the concentration of nitrogen dioxide (one 

of the main culprits of greenhouse gases) in China in January and February of 

this year, present us with a very clear message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nonhumans: nonhumans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our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Traditionally when we talk about “the social,” we 

mea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e, human-to-human relationships, but now 

these non-human elements are impacting these relationships.

It is well illustrated in these photos: one on the left looks like a parking 

lot for airplanes, which is, in fact, an airport; and the other on the right appears 

to show cars on the parking lot, which is actually a long line of cars wait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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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 food at a San Antonio food bank. 

Scientists had predicted and warned of this possibility for several years 

before the Covid-19 outbreak took place. The possibility of spreading zoonotic 

diseases has increased due to the destruction of ecosystems and global warming. 

Furthermore, the United Nations has announced that the current Covid-19 

situation should be seen as an "S-O-S call for human enterprise." In August this 

year, Nature, a leading science journal, published a paper that describes how 

these different crises have led to the enormous increase in certain species such as 

bats and rats in the ecologically destroyed area. 

When did the Anthropocene begin? What are the causes? 

The graph on the left shows the changes in the average temperature of 

the Earth, which has rapidly increas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especially after the 1950s. The accumulated concentration of carbon dioxide 

in the atmosphere is largely responsible for global warming. It was not until 

1958 that this was directly and carefully measured, as shown in the so-called 

“Keeling Curve.” The red line indicates the carbon dioxide concentration in the 

atmosphere, while the green graph shows one in seawater. Also, the blue graph 

shows the progression of ocean acid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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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changes are closely linked to economic activities. This graph shows 

the UK's GDP changes from the 13th century to the present, indicating the sharp 

increase in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A variety of indicators for the Earth system changes and socioeconomic 

activities all display a noticeable upward trend that dramatically started around 

1950, which has been regarded as a convenient starting point for the "Great 

Acceleration" and the Anthropocene. As a result, there were erratic climate 

change patterns, massive disposal of plastics and chicken bones, and radioactive 

materials found in the strata. 

The discussions about the Anthropocene are not only held in academia 

but also among the public. In 2011, the Economist magazine stressed that there 

would be a change in how the world works; therefore, we must change the way 

we think. 

Then, how should we change the way we think? It should be noted that 

the Great Acceleration in the Anthropocene had found its motive force in the 

processes of modern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nd we tend to 

take it for granted that these processes are universally positive, progressive, and 

even necessary for those who seek to develop their countries. Embedded in these 

processes is the binary view of modernity that places humans over nonhumans, 

mind over body, objects over subjects, culture over nature, and so on. We need to 

overcome modernity’s illusionary dichotomies to see nature and culture as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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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American anthropologist Anna Tsing wrote a book on 

matsutake mushrooms, and it has attracted much attention from Anthropocene 

scholars. Anthropologists are known for their study of traditional ethnographic 

subjects: humans, villages, and tribes – not a non-human element such as 

mushroom. But Tsing’s book starts by asking a question, "What do you do when 

your world starts to fall apart?" Tsing’s answer is that she will go for a walk 

and find mushrooms. Why does she pay attention to mushrooms? After the 

atomic bomb exploded in Hiroshima on August 6, 1945, the first life form that 

returned to the city was mushrooms. In 1991, when the Soviet Union collapsed, 

the people of Siberia went into the forest to find and eat mushrooms for their 

survival. Mushrooms are a sign of hope in the destroyed or deserted places. 

Having this in mind, Tsing offers several important concepts that allow people 

to think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nature without separating 

them. For instance, she suggests using the concept of “livability” in place of 

“sustainability,” as sustainability is too much human-centered. The modality of 

livability then can be found, she maintains, in “entanglement” amongst multiple 

species and inanimate objects. The situations created through multiple layers 

of entanglement are patchy rather than universal and thus are predicated on 

multiple rather than single temporalities.

Tsing’s case of matsutake mushroom illustrates this point very clearly. 

In the first place, it is easy to imagine a linear process of wild matsutake being 

picked up in the mountains, being sold at the market, and eventually being 

served on the table. Tsing, however, complicates this one-dimensional account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oalescences of historical events in unexpected 

ways: the Vietnam War, the Chernobyl disaster, the deforestation of forest in 

Oregon, and the global trade of matsutake. How could these seemingly unrelated 

events be entangled? 

The Japanese are known to have long valued wild matsutake for its 

taste and aroma, the shortage of its supply making them rely on imports from 

Europe. Interestingly, the Chernobyl disaster in 1986 created an unanticipated 

repercussion: the amount of matsutake mushrooms harvested in Europe sharply 

decreased due to concerns about radioactive contamination. With the matsutake 

price skyrocketing in the market, traders turned attention to mushroom grown 

in Oregon. But why Oregon? When Anna Tsing visited the Oregon state and 

talked with mushroom gatherers, she found out that most of these mushroom 

gatherers were refugees from Southeast Asian countries like Laos and Cambodia. 

In her book, Tsing describes this as an accidental meeting between Oregon 

mushrooms and Southeast Asians.

Initially, Oregon's mountains were filled with a countless number of tall 

pine tree species called Ponderosa. However, the imprudent logging of these t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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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ught significant changes in the biodiversity of the region. By the 1980s, most 

of Ponderosa pine trees had disappeared there, and the lumber industry's ruined 

sites were quickly filled by another pine tree species called Lodgepole. Moreover, 

these changes created an ideal condition for matsutake mushrooms to grow in 

this region.

Many of the Southeast Asian people living in this area were of the Mien, 

who originally lived in southern China's mountainous region. Having difficulty 

finding jobs in society, they moved into the mountains of Oregon. When 

the price of matsutake mushrooms rose in the 1980s, it drastically improved 

the quality of life for these minority groups. The intangible knowledge and 

wisdom of survival in the mountainous regions handed down for generations 

tremendously helped these Mien people collect what they called white golds for 

wild matsutake. 

With this example, Tsing suggests a concept of the "third nature." If the 

first nature is “a pristine, pre-human environment, now understood as purely 

historical or mythical.” and if the second nature can considered “the environment 

as worked by people and shaped by extraction, agriculture, markets, and other 

anthropogenic factors – mainly by capitalism,” she explains, the third nature 

is not about these observable factors but about landforms' potential in a given 

area to support specific wildlife communities. The matsutake trade world is like 

a mycelium where a significant number of actors – mushroom pickers, sellers, 

chefs, and consumers – are connected into a complex and elaborate network. 

There is another case in South Korea that also shows how humans and 

nature can live together. In Namhae (the southernmost part of Korea), there 

are 31 protected trees, and most of these trees are designated as protected 

species due to their cultural and spiritual significance in the community. In folk 

beliefs, these trees are believed to protect the villages from natural disasters and 

bring people together. Some of the villagers call these trees "grandpa trees" or 

"grandma trees." The Dangsan festival and the tug of war game show the cultural 

connection between people and trees. On the first full moon day of the year, the 

upper village people hold a memorial rite at Dangsanmok (village's sacred tree), 

and the people of the lower village perform a similar ritual at their Dangsanmok, 

and then play a tug-of-war. These rituals bring villagers together and allow them 

to build the communion.

The tsunami monuments in Japan is another example that shows 

the connection between people and nature. While most of the towns in the 

Fukushima region were heavily damaged by the tsunami in 2011, the town of 

Aneyoshi remained safe. The town of Aneyoshi was not affected by the tsunami 

because villagers followed the instructions of tsunami monuments that have 

been preserved for generations. Most of these monuments were built after the 

massive tsunami in 1896. Warnings are inscribed in those mountains, such as 

"do not build a house below this point," and local communities continued to 

educate children about the dangers of tsunamis. The local government also built 

massive sea walls on the beach to protect the communities from the tsunami. 

This example clearly shows that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s knowledge) 

and modern technology can coexist and synergize together.

The custom of the indigenous people in the Amazon region also shows the 

connection between humans and nature. These indigenous people have a unique 

custom in which they hold the fish on their chest and pet them before they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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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genous people and fish is characterized by 

their coexistence as living beings.

We can consider this when it comes to why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essential in the Anthropocene. Firs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vital in 

overcoming the dichotomies in our modern world. For a long time, we have been 

engaged in customs of living together with nature, and we have to think about 

the actions that pertain to more-than-human beings. Second, it is essential to 

acknowledge that the safeguarding of cultural diversity can catalyze biodiversity 

and deepen our understanding of nature. Last, but not least,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ts knowledge can help detect the Anthropocene crisis and 

provide alternative ways for us to overcome this global predicament.

미크로네시아는 오세아니아 근처 서태평양에 위치한 수천 개의 작은 화산섬과 

환초들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다. 주위에는 캐롤라인, 길버트, 마리아, 마셜 제도 

등 4개의 주요 군도가 밀집하여 있으며, 이 지역 섬들은 열대 해양 기후를 가지

고 있다.

정치적으로 미크로네시아 지역은 크게 6개의 주권 국가로 나뉘어 있다. 이중 마

리아나 제도는 미국의 국외 영토이며, 마셜 제도 공화국, 미크로네시아연방, 팔

라우 공화국은 미국과 자유 협정을 유지하며 미국과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오세아니아 지역 특성과 열대 해양 기후 (사바나 기후)의 영향으로 야프섬은 미

크로네시아에 많은 섬 가운데 중에서도 생물학적으로 가장 다양한 섬 중 하나

로 꼽힌다. 미크로네시아 지역 섬들은 농지, 늪지대, 광활한 해변 등 다양한 지

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환경은 다양한 동식물의 터전이 된다. 또한, 사

바나 기후 특성은 미크로네시아 지역의 많은 섬의 뚜렷한 건기와 우기 계절이

다. 이러한 특성은 미크로네시아 지역의 대표되는 전통적 혼농임업 농업에 적

합한 기후이다.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가능농업, 미크로네시아의 혼농임업

프란시스 레그

미크로네시아연방 야프 역사보존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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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미크로네시아 지역공동체는 사바나 지역 기후에 적합한 얌(yam)과 

토란(taro) 등 뿌리 식물 경작을  행해왔다. 이러한 작물은 혼농임업을 통해 섬의 

한정된 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혼농임업 경작지는 미크로네시아 지역사회 주거지 근처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미크로네시아에서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기후에 특화된 작물을 다양한 종류의 

나무와 함께 재배되고 있다. 대부분의 혼농임업 용지는 지역주민들이 의도적으

로 만들어진 경우이지만, 산과 숲 지역의 일부 혼농임업지는 종종 새와 동물에 

의해 자연적으로 조성된 경우도 더러 있다.

미크로네시아 혼농임업 관행의 가장 큰 혜택과 목적에는 윤작(輪作)에 있다. 윤

작을 통해 지역 토착민들은 농작물의 병충해를 줄여 왔으며, 적은 화학비료 사용

으로도 뛰어난 작물 생산성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윤작 농업 지식

은 (화산섬으로 이루어진) 미크로네시아의 척박한 토질을 개선하여 지역 생태계

의 복원성과 회복력에 도움을 주고 있다. 

미크로네시아의 두 번째 혼농임업 목적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기후변화 및 환

경문제 개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섬의 자연적인 특성과 열대 해양 기후

의 폭우는 미크로네시아 섬들의 자연적인 토양 침식을 불러온다. 이에 미크로네

시아 지역사회 공동체는 전통적으로 혼농임업을 통하여, 대규모 토양 침식을 방

지해왔다. 혼농임업 관행은 토양의 화학적 균형을 맞추는 효과 또한 주며, 이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감소에 큰 효과를 준다. 이와 같이 미크로네시아 지역공동체

는 지역의 전통적 농업방식을 유지하며, 환경 다양성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대응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미크로네시아의 혼농임업 농업방식과 그 생산물은 지속가능한 발전 노력에 도움

을 주고 있다. 혼농임업은 생산과 생태지속성을 높이는 토지관리 시스템을 제공

하여 천연자원을 보존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도적인 혼농임업 농

업은 토지 및 천연자원 관리 책임을 증진하여 한정된 자원을 보다 현명하게 배분

할 수 있게 돕는다. 

마지막으로 미크로네시아 혼농임업은 지역공동체의 전통적 의술 및 문화적 요소 

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많은 토착 및 지역공동체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주거지 근처에서 행해지는 미크로네시아 혼농임업 농지는 약용 식물과 약초를 

재배하는 장소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혼농임업의 특성과 접근성은 

미크로네시아 지역사회의 축제나 무역과 같은 문화적-경제적 관행에도 깊게 관

여하고 있다. 

불행히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미크로네시아 지역의 현대화 및 서구화 현상은 

전통 혼농임업에 관한 관행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적

으로 지속된 무분별한 발전과 지속 불가능한 관행들은 우리의 지금까지 유지되

어온 사회문화적 관습을 위협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 고유의 가치인 사회적 응

집력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촉매제를 이용하여 우리는 협력적인 노력과 지속가능

한 발전을 이행함으로써 현시대가 직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모두의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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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esia is a subregion of Oceania, composed of thousands of small volcanic 

islands and atolls in the western Pacific Ocean. Moreover, four main archipelagos 

– the Caroline Islands, the Gilbert Islands, the Maria Islands, and the Marshall 

Islands – along with numerous small islands. As these islands are located in the 

Oceanian realm, the region has a tropical marine climate. 

Politically, the islands of Micronesia are divided between six sovereign 

nation-states. The Mariana Islands are the United States territory; the 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s,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FSM), and the Republic of 

Palau have Compact of Free Association with the United States. 

The tropical marine climate and the Oceanian realm's location make Yap 

one of the most biologically diverse islands in the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The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has a diverse range of terrestrial communities 

such as agroforest, swamp forest, beach strand, and species diverse savanna lands. 

Also, the islands of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lie within an area where a 

monsoon climate regularly creates wet/dry season. This climatic pattern is well 

reflected in the islands' vegetation and agricultural practice of agroforestry. This 

particular ecoregion is suitable for root plants like yams and land taros. Since 

these crops do not require much land to cultivate, it brings some benefits for 

local communities. As a result, people in the Micronesian region are very well-

Sustainable Agriculture in Nature: Micronesian Agroforestry

Francis Reg
Head of the Yap State Historic Preservation Office

developed from traditional agroforestry to maximize their limited lands in islands. 

In Micronesia, agroforestry can be easily found in residential areas around 

the communities. Different types of trees and crops are planted based on their 

needs and environment. While humans purposely create most agroforestry 

plots around the local communities; however, some agroforestry plots in the 

mountains and forest areas are naturally created by birds and animals.

The primary purpose of agroforestry practices is for crop rotation. 

Rotation of plants and crops can significantly reduce species-specific insect 

predation and the need for synthetic fertilizers. Using this practice, the local 

communities can boost their harvest yields while improving soil structure, 

resilience, and ecosystems. 

The second purpose of agroforestry is climate change mitigation. The 

tropical marine climate can bring severe storms during the monsoon season. By 

using agroforestry practices, the local communities have prevented massive land 

erosions from tropical storms. Moreover, agroforestry can enhance carbon sinks 

by capturing carbon dioxide from the atmosphere while balancing the soil's 

chemical components. These benefits can foster the diversity of livelihood and 

environment and stimulate climate mitigation efforts. 

Also, deliberate agroforestry practices and their products can help 

sustainable development efforts. Since agroforestry provides a land-management 

system that increases production and ecological sustainability, it can serve as 

both a critical measure and tool to conserve natural resources. The intentional 

agroforestry can address land and natural-resource stewardship and allocate the 

limited resources wis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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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groforestry practices are also closely connected with pharmaceutical 

and cultural purposes. Local communities in Micronesia copiously use 

traditional medicines and treatments for minor illnesses. Moreover, the 

agroforestry plots are widely used as a place to grow medicinal plants and herbs. 

Besides, the agroforestry enhances both ability and accessibility to natural 

resources for cultural practices like festivals and trades. 

Unfortunately, Western concepts, practices, and technologies in 

Micronesia significantly changed the landscape of traditional agricultural 

practices, including agroforestry. The imprudent development and unsustainable 

practices in recent decades are threatening the nature of Micronesia and the 

social and cultural practices of local communities. Modernization, climate 

change, and unsustainable developments are posing severe threats to us as a 

whole world. It is crucial to address these ongoing issues through collaborative 

efforts and maintain cultural diversity in the face of globalization. Thus, 

understanding, respecting, and safeguarding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e critical components for securing a successful outcome. The transmission of 

traditional knowledge will indeed contribute as powerful catalysts to enhance 

social cohes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1. 들어가며

눈사태는 알프스 지역공동체에 커다란 위협 요소이다. 마을의 안전을 위협하고 

스키활주로나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알프스 지역에

서는 이러한 위험요소를 전통적 지식과 방법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여러 세기를 

지내오면서 다양한 전통적 지식은 시대 흐름에 맞춰 조금씩 변화하였지만, 근본

적인 원칙은 현재까지 변하지 않고 남아있다. 그 원칙은 눈사태를 예방하고, 눈

사태 눈더미의 규모를 감소시키며, 눈사태 이동방향을 통제하거나 위험지역의 

기물을 장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대피시킨다는 원칙이다.

2. 눈사태 위험과 위기관리 

2.1. 눈사태 위험과 위기 요인 완화 전략

눈사태가 인간의 활동 또는 기반시설과 관계되어 생겨나는 사고나 피해는  통합

적인 접근을 하면 가장 잘 예방할 수 있다. 그 완화대책은 능동적인 면과 수동적

인 면이 함께 있어야 하며 장기적 효과와 단기적 효과를 함께 노리는 것이어야 

한다. 능동적인 방법은 기술적인 대책, 보호림, 또는 인위적 유발이 있는데, 이 방

법은 직접적으로 눈더미 형성을 막거나 피해를 완화하는 것이다. 전형적으로 이 

위험에 맞서는 무형유산, 눈사태 위험관리

마이클 브룬들

스위스 눈과 눈사태 연구를 위한 WSL 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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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개연성을 낮추고 눈사태의 거리와 강도를 줄이려는 것이다. 수동적인 방

법은 위험 지도를 보고 위기에 놓여있는 기물들을 감소시켜 눈사태의 영향을 감

소시키거나, 위험한 기물 보강 또는 경고시스템 같은 조직적인 대책으로 취약성

을 감소시키려는 것이다.

표 1. 눈사태 완화 조치의 분류

완화 방식 장기 효과 단기 효과

능동적 방식

눈사태 
발생에 영향

- 보호림 및 조림(造林) 등 
생물학적 조치
- 제설구조물
- 제설대책

- 인공 눈사태 발생

눈사태에 
대한영향

- 눈사태 둑
- 제동용 언덕

- 눈사태 덮게 및 터널

- 폐쇄
- 대피조치

수동적 방식

- 눈사태 위험지도
- 토지이용계획

- 건물보강
- 비상관리 체계

- 정보공유
- 눈사태 경보
- 안전 서비스
- 경보 시스템

1951년 스위스에서 일어난 대규모 눈사태는 98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이 사건은 

스위스 정부가 포괄적인 구조적 조치를 통하여 체계적인 눈사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수동적인 관리 방법인 위험 지도(hazard map)는 

1960 이후부터 활용되었다. 단기적 효과를 노리는 완화대책은 1999년 겨울에 발

생한 또 다른 대규모 눈사태 사태 이후에 더욱 권장되기 시작하였다. 능동적인 장

기적 완화대책 계획은 폭파나 경고시스템 같은 저비용 통제 방법을 적용할 수 없

고 피해 가능성이 큰 지역일 경우에 수립한다. 완화대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효

과-비용 분석에서 기본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요소이다. 안전대책이 부재한 상태

의 시작점 위기, 잔여 위기, 그리고 위기감소 영향력이 계산된다. 위기감소와 완화

대책 비용의 상관관계는 견실한 수익-비용 비교를 산출할 수 있다. 

2.2. 기술적인 방법들

눈사태가 예상되는 구역에 지지구조물과 이동구조물을 세울 수 있다. 알프스

에서는 가장 빈번한 눈사태 지역에 지난 50여 년간 이런 구조물들이 세워졌다. 

100년 이상 수명을 가진 3~5미터 강철 브리지, 또는 유연한 그물망이 30도 이상 

경사각 비탈에 길게 정렬되어있다. 반영구적인 강철 지지구조물과 상대적으로 

짧은 30년 정도의 수명을 가진 나무 구조물은 서로 구별된다. 바람은 눈더미를 

눈사태 지역으로 이동시키므로 눈사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적설 구조물은 2~5

미터 높이로 50%가 뚫려있는 수직 울타리이다. 이 구조물은 바람장(場)을 혼란

시켜 바람이 몰고 오는 눈이 눈사태 구역 밖에서 쌓이게 한다. 적설 구조물의 효

과는 지역의 지형과 바람 조건에 매우 크게 영향을 받는다. 

사진 1.  스위스 동부  성 앤트니엔(St. Antönien) 마을의 눈사태지지 구조물 (사진: 마이클 부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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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사태의 속도와 영향압력이 매우 높은 경로에는 벽, 댐, 덮개 같은 굴절 구조물

을 두면 이동하는 눈더미의 방향을 바꾸어 위험 지대에 있는 기물을 보호할 수 

있다. 굴절 댐은 보통 흙으로 채워진 대형 구조물이다. 높이는 5~25미터다. 가파

른 제방이 굴절효과를 높인다. 댐의 높이는 유속(流速)과 굴절 각도에 따라 다르

다. 경험에 의하면 굴절각도가 20~30도를 초과하면 월파(越波)를 막을 수 없다. 

눈사태 덮개는 눈의 이동통로를 보호하기 위한 표준적인 방법이다. 구조적인 설

계는 적설량의 높이뿐 아니라 주로는 눈사태의 유속과 높이에 따라 달라진다.

사진 2.  오스트리아 쿠타이(Kühtai)의 도로 보호용 눈사태 덮개; 충분한 덮개의 길이는 보호에 중요
하다. (사진: 마이클 부룬들) 

눈이 흘러내리는 구역에 충분한 공간이 있다면 포착 댐(catching dams)이나 제

동 둔덕을 만들어 속도를 줄이고 고밀도 눈사태를 막아준다. 눈사태가 포착 댐에 

부딪히면 제방을 따라 눈더미가 상승하면서 운동에너지가 흩어지게 된다. 포착 

댐의 배치는 굴절 댐(deflecting dams)과 비슷하다. 그러나 포착 댐은 눈사태의 

흐름과 직각으로 배치되며, 보통 15~25미터 높이가 되어야 하는데 굴절 댐보다 

훨씬 더 높다. 눈사태 댐은 눈사태로부터 보호하는 기능과 석편류(石片流) 로부

터 보호해주는 역할까지 이중 기능을 한다 

눈사태가 흘러내리는 구역에 놓인 개별 기물들은 예상되는 눈사태의 영향이 주

는 무게에 맞추어 설계될 수 있다. 보호건물을 세우는 것이 가장 오래된 방어 방

법 중에 하나이다. 널리 활용되고 매우 효과적인 것은 눈사태 분열기와 콘크리트

로 만든 폐쇄 강화벽이다. 분열기는 눈사태의 흐름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2.3. 토지사용 계획

눈사태 위험지도는 위험상태에 놓인 지역을 표시해준다. 위험지도는 눈사태의 

빈도와 강도가 전형적인 기준이 된다. 이 지도는 토지사용계획 수립에 필요하며, 

비상계획에도 중요한 도구가 된다. 스위스에서는 붉은 구역이 상당한 위험에 노

출된 지역을 표시한다. 눈사태가 나면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는 곳이다. 푸른색 구

역은 눈사태가 드물게 일어나며 규모도 30 킬로파스카(kPa)무게 이하의 소형이

다.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안전하며 외부에 있을 경우에는 생명의 

위험이 따른다. 건물 신축 구역은 구조물 강화 기준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한다. 

흰색 구역은 무시해도 될만한 위험도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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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왼쪽) 스위스 프라우엔키르치 지역의 교회 건물 후벽을 높게 쌓아올려 보호,  (오른쪽) 성 
앤트니엔(St. Antönien) 지역의 건물 뒤쪽 굴절 댐 형식으로 보호 (사진: 마이클 부룬들) 

2.4. 생물학적 대책과 보호림

숲은 효과적이고 저비용의 보호막이다. 토지 표면적으로 측정한다면, 숲은 유럽 

알프스 지대에서 가장 넓게 펼쳐져 있는 눈사태 보호막이다. 스위스 알프스지역

의 1/3이 숲지대이다. 나무는 눈덩이로 뒤덮인 들판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며 

숲 속에서 일어나는 기온 변화는 트인 지대에서 더욱 적다. 눈차단이 만드는 캐

너피 덕분에 눈의 일부는 나무에 남아있으며, 가지에서 떨어지는 눈과 눈이 녹은 

물은 약한 층이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 약한 층은 눈사태의 선결 요건이다. 수관

소밀도, 숲속 공백의 규모, 헥타르당 나무 둥지의 수는 보호 능력의 정도를 설명

해주는 중요한 기준이다. 삼림한계선 위에서 흘러 내려오는 눈사태는 나무들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그 눈덩이는 매우 적은 저항을 만나게 된다. 무너진 보호림

을 조림할 때에는 대부분 나무지지 구조물과 삼각대를 함께 사용한다.

그림 1.  스위스 눈사태 위험지도 예시. 적색 영역은 30kPa 이상의 압력과 30년내 눈사태 발생 예
상 구역, 이 지역은 새로운 건물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파란색 영역은 30년 이내 눈사
태 발생 예상이 낮은 지역, 이 지역에는 새로운 건물 건축이 허용되지만, 건물들은 예상되
는 눈사태 압력을 견뎌야 한다.

표 2.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의 눈사태 위험지도 제작 기준

Switzerland Austria

Red zone
T < 300 yrs

and P > 30 kPa or
T ≤ 30 yrs

Red zone
T = 150 years,

p ≥ 10 kPa

Blue zone

30 < T < 300 yrs and P 
< 30 kPa or

T ≤ 30 yrs and
P < 3 kPa

Yellow zone
T = 150 years,
1< p < 10 kPa

Yellow zone
T > 30 yrs and
P ≤ 3 kPa or
T > 300 y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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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나무지지 구조물은 조림(造林) 지역 나무의 성장을 돕는다 (사진: 마이클 부룬들) 

2.5. 조직적인 대책

경보, 폐쇄, 대피, 경고시스템, 인위적인 눈사태 유발과 같은 조직적인 대책은 지

역 안전청이 예보를 짧게 하고, 당면한 눈과 눈사태 상황에 맞추어 시행한다. 눈

사태의 규모와 개연성은 현재의 날씨와 눈사태 상황을 기준으로 예측한다. 인위

적인 눈사태유발은 교통도로와 겨울스포츠 리조트, 그리고 정착지 윤곽에 접근

할 수 있다면 많은 국가의 정착지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눈사태의 

시작점에 폭발을 일으켜 눈사태를 유발한다. 이렇게 하면 충격파를 감소시키고 

눈 덮인 들판에 하중을 추가하게 된다.  휴대용 화약 던지기, 헬리콥터에서 화약 

낙하하기, 대포, 영구 유발장치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된다. 지난 몇 년 사이에 눈

사태 안전을 위한 경고와 주의보 시스템이 더 많이 설치되었다.

조직적인 대책에서 중요한 한가지 기준은 국가마다 전국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발표하는 눈사태 게시판이다. 스위스에서는 매일 2회씩 게시판에 알림을 발표한

다. 주로 스위스 알프스지역, 리히텐 슈타인, 그리고 적설량이 충분할 때에는 쥬

라 산맥 지역의 눈사태 위험을 예보한다. 이 예보는 눈사태의 상태와 눈덮인 들

판의 상태에 관하여 날씨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전문적인 눈사태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자체 관측과 현장평가를 통해 마련

한 대책과 함께 눈사태 게시판을 활용한다.

그림 2.  스위스 눈사태 공지를 위한 데이터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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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Snow avalanches pose a threat to alpine communities because they affect safety 

in villages and of human infrastructures such as ski pistes or traffic routes. 

Dealing with avalanche danger and risk has a long tradition in Alpine countries 

and although strategies have been adapted over the centuries, the general 

principles remained the same: preventing the release of avalanches or reducing 

their size, influencing its direction of movement or avoiding the presence of 

objects in endangered areas either in the long term or in the short term.

2. Dealing with avalanche hazard and risk

2.1. Strategies for mitigating avalanche hazard and risk

Accidents and damage from interactions of snow avalanches with human 

activities and infrastructure are best prevented with an integrated approach 

consisting of a combination of active and passive mitigation measures with a 

short- or long-term effect (Rudolf-Miklau et al., 2015; Table 1). Active methods 

such as technical measures, protective forests or artificial triggering directly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Protection,  
Avalanche Risk Management

Michael Bruendl
Head Research Group Avalanche Dynamics and Risk Management

WSL Institute for Snow and Avalanche Research SLF

prevent the formation of avalanches or reduce their damaging effect. These 

methods typically decrease the probability, the runout length and/or intensity of 

an avalanche. Passive methods diminish the effect of avalanches by reducing the 

number of objects at risk with hazard maps or they decrease the vulnerability 

by a reinforcement of endangered objects or by organisational measures such as 

warnings or alert systems.

Table 1. Classification of avalanche mitigation measures

Mitigation measures Long-term effect Short-term effect

Active methods

Influencing 
the release of 
avalanches

- Biological measures 
such as protective 

forests or afforestation.
- Snow supporting 

structures
- Snow drift measures

- Artificial release 
of avalanches

Influencing 
the effect of 
avalanches

- Avalanche dams
- Braking mounds
- Snow sheds and 

tunnels

- Closure
- Evacuation

Passive 
methods

- Hazard map
- Land use planning
- Reinforcement of 

buildings
- Emergency 
management

- Information
- Avalanche 

warning
- Safety services
- Alert systems

The catastrophic avalanche winter of 1951, when 98 people were killed 

in Switzerland was the catalyst to develop a systematic avalanche control with 

comprehensive structural measures. Hazard maps have been applied since 

about 1960 and mitigation measures with a short-term effect were encouraged 

especially after the catastrophic avalanche winter of 1999. Active long-term 

avalanche mitigation measures are typically planned where the damage potential 

is high and cheaper control methods such as explosive control or aler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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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not applicable. The assessment of the effectiveness of mitigation measures is 

a basic input factor for a benefit-cost analysis of mitigation measures (Margreth 

and Romang, 2010). The outset risk without safety measures, the residual risk 

and the impact of risk reduction are calculated. The relation of risk reduction 

to the cost of mitigation measures allows a sound benefit-cost comparison of 

mitigation measures (Bründl et al., 2009).

2.2. Technical measures

In the starting zone of avalanches snow supporting structures and snow drift 

structures can be applied. The most important release areas in the Alps have 

been covered for more than 50 years. The 3 to 5 m high rigid steel bridges with a 

service life of 100 years or flexible snow nets are arranged in long lines on slopes 

steeper than 30° (Figure 1). Permanent supporting structures made of steel and 

temporary supporting structures made of wood with a service life of about 30 

years are distinguished. Wind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avalanche formation 

by transporting snow masses into release areas. Snow drift structures consisting 

of 2 to 5 m high vertical fences with a porosity of 50% disturb the local wind field 

in such a way that a controlled deposit of wind transported snow is achieved 

outside of the release zone. The effect of snow drift measures depends strongly 

on the local topography and wind conditions.

Figure 1. Avalanche supporting structures in St. Antönien, Eastern Switzerland. Photo: M. Bründl

In the track of avalanches where the velocities and impact pressures 

are very high, deflecting structures such as walls, dams or snow sheds change 

the flow direction of the moving snow masses and protect the objects at risk. 

Deflecting dams are usually massive earth-filled structures with a height between 

5 and 25 m. A steep embankment enhances the deflecting effect. The height of a 

dam depends mainly on the flow velocity and the deflection angle. Experience 

has shown that deflection angles should not exceed about 20° to 30° to prevent 

overtopping. Snow sheds are the standard method to protect transportation 

corridors (Figure 2). Their structural design depends mainly on the flow height 

and velocity of avalanches as well on the height of snow deposits (Margreth and 

Platzer, 2008). The length of an avalanche shed is crucial for their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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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valanche shed protecting a road in Kühtai, Austria. The length of shed is crucial in 
order to ensure sufficient protection. Photo: M. Bründl, SLF.

If there is sufficient space in the runout zone, catching dams or braking 

mounds reduce the avalanche velocity and stop dense flow avalanches. When 

impacting a catching dam, the avalanches move upward along the embankment 

until the kinetic energy is dissipated (Baillifard et al., 2007). The layout of 

catching dams is similar to deflecting dams but they are built at right angles 

to the avalanche flow and the required height, usually between 15 and 25 m, 

is much higher than for deflecting dams. Avalanche dams often have a double 

function as protection against snow avalanches and debris flows. 

Individual objects situated in the runout zone can be designed for 

expected avalanche impact loads.  Protecting buildings ranks among the oldest 

means of defence against avalanches. Widely applied and very effective are 

avalanche splitters, which divide the avalanche flow, or reinforced impact walls 

made of concrete without openings (Suda and Rudolf-Miklau, 2012; Figure 3).

2.3. Land-use planning

Avalanche hazard maps indicate the settlements that are at risk, based typically 

on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events in the relevant area (Gruber and 

Margreth, 2001). They serve land use planning purposes and are an important 

instrument of emergency planning. According to the Swiss Guidelines (BFF 

and SLF, 1984; table 2; figure 4), a red zone indicates an area that is exposed 

to considerable danger where buildings are likely to be destroyed in case of 

avalanche impact. In the blue zones, rare avalanches are accompanied by only 

small impact loads of less than 30 kPa. People inside buildings are fairly safe, but 

a danger to human life exists outdoors. New building zones can be approved on 

the basis of a structural reinforcement. In the white zone, the danger is negligible. 

Figure 3.  Protection of buildings. In the left photo, the church in Frauenkirch (Davos, Switzerland) 
is protected with a wedge on the backwall; the right photo shows a deflecting dam on the 
backside of a building in St. Antönien, Eastern Switzerland. Photos: M. Bründl, S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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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Example of a hazard map in Switzerland. Red areas indicate zones where avalanches 
are expected with pressures larger than 30 kPa and / or return periods lower than 30 
years. Construction of new buildings is not allowed in these areas. Blue indicates 
areas, where the impact is lower and where avalanches occur less frequent than 
once in 30 years. Construction can be allowed in these areas but buildings have to 
withstand expected forces. Illustration: Office for Forest and Natural Hazards, Canton 
of Grisons.

Table 2.  Criteria for hazard mapping in Switzerland (BFF and SLF, 1984)and Austria 
(BMLFUW, 2011).

Switzerland Austria

Red zone
T < 300 yrs

and P > 30 kPa or
T ≤ 30 yrs

Red zone
T = 150 years,

p ≥ 10 kPa

Blue zone

30 < T < 300 yrs and P 
< 30 kPa or

T ≤ 30 yrs and
P < 3 kPa

Yellow zone
T = 150 years,
1< p < 10 kPa

Yellow zone
T > 30 yrs and
P ≤ 3 kPa or
T > 300 yrs

2.4. Biological measures and protection forests

Forests afford effective and inexpensive protection against avalanches (Weir, 2002). 

Measured by land surface area, forests are the most extensive form of avalanche 

protection in the European Alps. Around one-third of the Swiss Alpine region is 

forested. Trees stabilize the snowpack and daily temperature changes in a forest 

are less than in open terrain. During precipitation events, a part of the snow 

precipitation is kept by the canopy (snow interception) and the unloading of snow 

and meltwater from branches prevents the formation of weak layers, which is a 

prerequisite for avalanche release (Teich at al., 2019). Tree crown density, the size 

of gaps in the forest and the number of trunks per hectare are key criteria that are 

used to describe the extent of protection afforded. Avalanches that are released 

above the forest line destroy trees, and the snow masses encounter very little 

resistance. Afforestation of destroyed protection forests is mostly combined with 

wooden supporting structures and tripods (Figure 5).

Figure 5.  Wooden supporting structures supports the growing-up of planted trees in an 
afforestation.Photo: M. Bründl, S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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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세라고 불리는 현재의 기후변화 위기는 역사적으로 식민시대 집단농장, 자본

주의, 제국주의, 핵실험, 세계적인 일회용품과 폐기물의 시대와 맞물려 있다. 남태

평양의 도서 지역은 식민지 시대 여러 실험을 위한 실험실, 말하자면 카리브해의 

집단 농장단지에서 태평양의 핵실험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용되어왔기 때

문에 이 모든 역사는 대륙의 국가들보다 열대 도서 지역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 위기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 생활에 위협이 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만, 섬 주민들은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제한된 자원과 토지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회복 탄력성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도 찾아야만 했다.

“지구섬”에 닥친 이 위기의 시대에 섬 지역 작가와 예술가들은 전체와 부분의 관

계에 대한 혜안적 관점을 제시한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배우고 인류세의 미래

를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우리에게는 예술과 인문학이 필요하다. 전 지구적 환

경 위기 시대에 우리는 생태변화의 전선에 있는 이들 도서 지역의 목소리를 간과

할 수 없다. 이 글에서 나는 탄소배출과 인류세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이바지한 

태평양 도서 지역의 냉전 시대 핵 무장화를 검토하고 현재 이 지역의 기후위기를 

다룬 다큐멘터리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태평

양 도서 지역의 시인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한다.

생태 인문학 속의 무형유산

-태평양 지역의 토착민 문화를 중심으로

엘리자베스 들러그리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UCLA)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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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기간에 개발된 위성기술 덕분에 볼 수 있게 된 우리 지구섬에 대한 이야기

로 시작해보자. 냉전은 지구상의 많은 사람에게는 잘 안보이지만 태평양의 작은 

산호섬에서는 격렬하게 퍼져나갔던 전쟁이다. 생태학자와 인류학자에 의해 유사

하게 각색된 고립된 이 섬의 신화는 마샬군도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산호섬

에서 행해진 수백 개의 열핵무기 폭파를 정당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핵폭발 

실험을 위해 산호섬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섬은 육지와 물로 이루어진 지구에 

대한 환유적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이것들은 1차 열핵무기 실험용 마이크(Mike)의 잔재로서, 이는 폭 1,900 미터의 

큰 구덩이와 높이 40km에 폭 160km의 버섯구름을 만들어 냈다. 섬을 폭파한 

것은 지구의 파괴를 예측할 수 있는, 전체를 대표하는 부분의 관계 속에서 이해

될 수 있다.

15메가톤급 수소 무기인 브라보(Bravo) 실험(1954년)에서 방출된 방사능은 지

구 대기에 스며들어 세계 최초의 현대식 '환경 난민'을 만들어 냈으며 대기 화학 

분야 발전의 촉매제가 되었다. 1950년대 세계적인 방사능 확산으로 인해 과학자

들은 처음으로 방사성 탄소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는 오늘날 이산화탄소 배출

량을 추적하는 데 사용하는 과거 이력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해 준다. 태평양 제

도는 실험실로 이용되어 무기, 초고속 카메라, 컬러 필름,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생태학의 발전 등 신기술을 이끌었지만, 지구와의 관계는 계속해서 부인당했으

며, 원자력위원회(Atomic Energy Commission, AEC) 영화와 문서에는 "고립된" 

그리고 "원초적인" 것으로서 묘사되어 있다.

환경 인문학이라 불리는 신흥 학문 분야는 이에 대한 대화를 진전시켰고 거의 알

려지지 않았던 냉전의 역사에 대한 인식을 높혔을 뿐 아니라 스토리텔링의 중요

성과 천천히 다가오는 폭력적 위기에 대한 창조적 대응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

을 준다. 

II. 기후변화의 시각화

기후변화의 모순 중 하나는 바로 지구의 오랜 연대를 측정하고 먼 미래를 예측하

는 과학이 인간의 일상적 경험과 기상관측에는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경험과 데이터 간에 괴리를 만들어 낸다. 이 발표의 첫 장면으로 돌아가 보면 섬

과 지구를 통해 확인된 전체와 부분의 관계 속에 균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

후와 관련된 사실은 비인격적 관찰을 통해 얻어지지만, 그 의미는 내재한 경험에

서 나온다.”(Jasanoff 233). 우리는 과학을 논하고 기후의 공정성을 지지하는 방

식에 의미와 내재된 경험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 기후와 기상의 척도를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기후 변화와 그 내러티브를 시각화하는 것은 증거와 공감을 함께 

만들어 내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유빙에 갇힌 북극곰이나 침수된 마을

을 헤치며 걸어가는 태평양 섬 주민들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와 이야기는 많은 사

람이 기후 변화 해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감하며 나아가 영감을 받는 수단이 

된다. (Doyle 2007; Dobrin and Morey 2009; O’Neill and Smith 2013)

환경 인문학에 관한 연구를 통해 나는 위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에 더 많은 관심

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학자들은 암울한 스토리텔링이 “종말론적 피

로감”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태평양 도서 지역에 대한 외부인의 수많

은 이야기는 목가적인 쪽으로 기울어 사라져가는 토착문화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

으킨다. 2000년 이후 제작된 십여 편의 영어 다큐멘터리는 기후 변화, 특히 해수면 

상승과 새로운 기후난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과 관련된 태평양 섬 

주민들의 위기를 묘사하고자 했다. 이러한 다큐멘터리에서 산호섬은 대기오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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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 속의 카나리아”이며, 전체로서 지구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지구의 미래를 상

징한다. 하지만 이 다큐멘터리들은 섬의 토착민들이 어떻게 스토리텔링 과정의 적

극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미결로 남겨놓고 있다.

다큐멘터리에서 태평양 섬 주민들은 기후 변화의 전령으로 묘사되었으며 고립

된 자연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문화를 지닌 인물들로 표현되었다. ‘가라앉은 천

국(Paradise Drowned): 사라진 나라 투발루(Tuvalu, the disappearing nation)’

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에 처한 나라”라는 설명이 달려 있다. 사라진 투발루(The 

disappearing of Tuvalu): 천국에 생긴 문제(Trouble in paradise)(2004) 옛날에 섬

이 하나 있었다(There once was an island: (Te henua e nnoho). 

보통 이러한 다큐멘터리는 예측이 가능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들려준다. 영화는 

거의 전적으로 마을에서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 바다, 낚시하는 섬 사람들, 바닷

가를 뛰노는 아이들, 일몰, 야자수, 물에 잠긴 집들 그리고 호주나 뉴질랜드로 이

주할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인터뷰 장면을 가득 넣는다. 산호섬에서의 삶

은 바다 너머로 지는 해의 낭만적인 노을 속에서 상당히 아름답게 상상되지만, 

이 다큐멘터리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죽어가는 문화이다. 이 죽어가는 문화는 목

가적인 과거뿐만 아니라 지구의 미래가 동시에 죽어가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핵심은 제목에서 보여주듯이 천국, 소멸 그리고 위기, 특히 인간이 아닌 종의 멸

종 이야기와 같다.

다큐멘터리가 보여주는 향수는 식민지 시대 “남태평양” 담론의 오랜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 담론에서 여행 이야기, 그림 그리고 최근에는 영화가 근

대성, 역사, 제국 그리고 노동의 바깥에서 상상하는 낙원 같은 섬 생활이 미화된

다. 이러한 열대 낙원의 서사는 ‘시간과 조류(Time and Tide)’ 웹사이트에 분명

하게 드러난다.

“가슴이 미어질 듯 아름다운 영화 ‘시간과 조류’는 고갱의 희귀한 자

연그대로의 조각품 중 하나와도 같다. 동시에 영원히 잃어버릴지도 모

른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소중한 천국 같은 곳에서 시간을 

기린다”-롭 빈들러(Rob Bindler)

한때 태평양의 한 세대의 인류학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던 

이 구조 이야기는 이제 신세대의 기자, 영화 제작자, 학자들이 도서 지역 주민에

게서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세계 전역으로부터 키리바티(Kiribati), 

투발루(Tuvalu), 토켈라우(Tokelau)로 날아가도록 하고 있다(파르보트코 2005). 

여기에 나오는 자연은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요소이지만 반면 섬사람들은 

자주 수동적인 피해자로 묘사된다. 지리학자 마이크 헐메가 “신환경적 결정주

의” 라고 부르는 이 시대에 기후는 다양하지만, 인간의 행동은 그렇지 않다. 이

들 다큐멘터리에서 “인간이라는 요소의 가능성은 각주 정도로 처리되고, 문화 

기준과 관습의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으며, 인간의 창의적인 상상력은 무시된

다.”(Hulme 2011: 256). 우리는 섬사람들 스스로가 만들어 낸, 산호섬의 삶을 

이상화하지 않고 그 복잡성과 모순을 드러내는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하다. 

III. “그들에게 말하라”: 의무 연결하기

예술과 인문학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기후 결정주의의 개념에 도전하는 다양

한 인간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다. 남태평양의 목가적인 삶을 이상화하지 않는 

훨씬 복잡한 서사 구조를 제공하고, 바다 건너 우리를 연결하는 의무의 연결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나는 시 공연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려 한다. 

의무의 근원은 연결하고 묶어주는 것이다. 마셜군도의 시인 캐시 제트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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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너(Kathy Jetňil-Kijiner)는 유엔에서 한 시적인 연설로 잘 알려졌지만, 나는 

2012년 올림픽을 맞아 진행된 세계 시인들의 축제 <더 포이트리 파르나수스

(Olympics Poetry Parnassus)>에서 녹화한 그녀의 공연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

다. 이는 공중에서 “신의 눈”으로 본 열대 산호섬이 아니라 시인이 자신의 뒤에

서 차가운 폭풍이 몰아치는 런던의 하늘을 배경으로 관중들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다. 그녀의 시는 다큐멘터리 “새하얀 모래”, “달콤한 노래의 조화” 그리고 

“금빛 석양 속 파파야”에 나오는 것과 매우 유사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하

지만 그녀는 처음에는 목가적인 것으로 여겨질지도 모를 것과 “부릉거리는 차로 

꽉 막힌” 그리고 “스티로폼으로 만든 쿨에이드 컵”이 가득한 섬으로서 근대적인 

일상성을 병치한다. 

여기서 그녀가 강조하는 것은, 선물 받은 바구니에 대한 서사를 전경에 펼쳐놓으

면서, 태평양 전역의 연결성과 의무를 엮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연대는 미크로

네시아 국가들이 1946년 미크로네시아 합병에서 성장하여 미국과 맺은 “자유연

합협정”을 통해 합법적으로 형성되었는데, 이는 이 지역을 군사기지로 개발하고 

30년간 핵무기 실험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핵무기 실험은 수천 명의 마셜군

도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쫓아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시에서 제트닐-키지너(Jetňil-Kijiner)가 미국인 친구들에게 바다에서 나온 것

들로 만든 수공예 보석들, “검은 진주”와 “개오지 조개껍질” 귀걸이, 손으로 짠 

바구니 등 여성들의 애정과 노동력으로 만든 제품들을 선물로 준다. 이 바구니 

안에는 독자와 시청자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었다. 그녀는 이 선물들이 유래한 

마셜군도에 대해 “당신이 그들에게 말해주세요.”라고 간청한다. 그리고 독자들

에게 “어디에 있는지 지도 위에 표시해주세요”라고 부탁한다. 그녀는 자신의 시

로 바구니를 꾸미는데 이는 다시 섬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 된다. 그녀가 관객들

을 위해 만든 귀걸이와 바구니를 만드는 방법을 강조하면서 시인은 해수면 상승

에 대한 대안적 관점에서 새로운 의무의 연결망을 짜고 인류세를 위한 새로운 우

화를 만들어 낸다.

“우리는 하지 않아요”, “우리는 결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섬이 없

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라는 반항적인 내용으로 시를 마무리하면서 제트닐-키

지너는 소멸과 이주에 관한 담론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그 거절을 통해 독자들

에게 대안적 줄거리를 결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지운다. 이러한 새로운 의무의 연

결망에서 우리는 책임을 지는 존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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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urrent climate change crisis, termed the Anthropocene, has been tied 

to the history of the colonial plantation, capitalism, empire, nuclear testing, 

and a globalization era of disposability and waste. All of these histories have 

impacted (tropical) islands to a far greater extent than their continental 

counterparts, because islands have often functioned as laboratories for colonial 

experimentation, from the plantation complex of the Caribbean to nuclear 

testing in the Pacific. The climate crisis alerts us to the peril of living beyond our 

limits, yet islanders have long had to negotiate ecological crisis as well as find 

innovative solutions of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in bounded lands and with 

limited resources. 

In an era of crisis about our “earth island,” island writers and artists 

provide a prescient perspective about the part’s relationship to the whole. This 

is why we need the arts and the humanities to learn from our pasts and to chart 

the way for our Anthropocene futures. In an era of a truly global environmental 

crisis, we cannot afford to overlook narratives from those island regions 

that are at the forefront of ecological change. This paper examines Cold War 

nuclearization of the Pacific Islands contributed to our knowledge of carbon 

emissions and the Anthropocene, and turns to documentary films about the 

region’s current climate crisis. It concludes by turning to Indigenous Pacific 

Island poets to imagine new futures.   

Pacific Islands of the Anthropocene

Elizabeth DeLoughrey
Professor of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Let’s begin with our earth island, an extraterritorial view of the planet 

made possible by the satellite technologies developed in the Cold War; a battle 

that, while largely invisible to many people of the globe, “Island is a world” was 

violently propagated on the small atolls of the Pacific. The myth of the island 

isolate, adopted by ecologist and anthropologists alike, helped to justify the 

detonation of hundreds of thermonuclear weapons in the atolls of the Marshall 

Islands and French Polynesia. In selecting the atolls for nuclear detonations, the 

island was treated as metonymic of our terraqeuous globe. 

These are the remains of 1st thermonuclear weapon test Mike, which 

created a 1,900 meter wide crater & a mushroom cloud 40 kilomoters high 

and 160 km wide.1 Blowing up the island was understood in a part-for- 

whole relationship in which one could make predictions for the destruction 

of the earth. The radiation from test Bravo, a 15-megaton hydrogen weapon 

(1954)2, permeated the global atmosphere, creating the world’s first modern 

“environmental refugees” and catalyzed the field of atmospheric chemistry. Due 

1.  Operation Ivy was known for the world’s first thermonuclear (hydrogen weapon) explosion 
called Mike, a 12-megaton device that produced a mushroom cloud 25 miles high and 100 
miles wide. Mike blew the island of Elugelab out of existence, leaving a 6,200 foot wide 
crater.  For a history of the tests, see Boyer, XYZ. This detonation discussed in DeLoughrey 
2013.

2.  Operation Castle, a series of 6 nuclear explosions at Enewetak and Bikini in 1954, featured 
the notorious 15-megaton thermonuclear weapon Bravo, left a crater (or anti-island) 
6,500 feet wide & 250 feet deep. Bravo covered the surrounding islands with radioactive 
strontium, cesium, and iodine, and became an ecological and political relations disaster. 
Bravo’s fallout exposed hundreds of Marshall Islanders to nuclear radiation, contributing 
to countless miscarriages, leukemia deaths, thyroid cancers, and the kind of chromosome 
damage which knows no  genealogical limit. It covered the neighboring island of Rongelap 
with “radioactive snow” and permanently displaced the Rongelapese from their homeland 
due to continuing lethal levels of Cesium 137, over 40 years later. Estimated at 1000x the 
force of the bombs dropped on Hiroshima and Nagasaki, Bravo has been called the worst 
radiological disaster in history. See Boyer, Firth, Barker, Johnston, Teaiwa, DeLoughrey.



080 SESSioN  01 081Re-Def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ity and Nature 

to the global distribution of radioactivity in the 1950s, scientists for the first time 

began to study radioactive carbon, giving us the historical data we use in tracking 

CO2 emissions today. While the Pacific Islands were used as laboratories and 

were at the vanguard of new technologies of weaponry, high-speed cameras, 

color film, radiocarbon dating, and developments in ecology, the islands were 

consistently denied their imbrication with the globe, interpellated as “isolated” 

and “primitive” in the films and documents of the Atomic Energy Commission 

[AEC]. The emergent field that is called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brings 

these conversations forward, raising visibility about this little-known history of 

the Cold War, as well as to help us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storytelling and 

creative responses to crises of slow violence. 

ii. Visualizing Climate Change

One of the contradictions of climate change is that the science, which measures 

the deep time of the earth’s systems and makes projections far into the future, is 

not commiserate with the everyday experience of humans and their observations 

of weather.3 This creates a disjunction between experience and data; to go back to 

the opening image of my presentation, there is a break dow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 and whole as figured through island and Earth. “Climate facts arise 

from impersonal observation whereas meanings emerge from embedded experience.” 

(Jasanoff 233). We need to bring meaning and embedded experience into the picture 

of our how we discuss science and advocate for climate justice. In order to bring 

the scales of climate and weather together, the visualization of climate change and 

3. See Serres 1991; Chakrabarty 2010.

its narratives is crucial to produce both evidence and empathy. Therefore visual 

images and stories of stranded polar bears on ice floes, or Pacific Islanders wading 

through flooded villages, become the means by which many are able to recognize, 

empathize, and perhaps even become inspired to mitigate climate change (Doyle 

2007; Dobrin and Morey 2009; O’Neill and Smith 2013).

My research in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has helped me understand 

that we need more attention paid to the kinds of stories we tell about crisis. 

Scholars suggest that dystopic modes of storytelling can create “apocalypse 

fatigue,” but many stories about the Pacific Islands by outsiders lean more 

towards the pastoral, creating a sense of nostalgia for a dying Indigenous culture. 

After 2000, a dozen or so English-language documentaries sought to depict the 

crisis of Pacific Islanders in relation to climate change, particularly sea-level rise 

and its potential to create a new wave of climate refugees. In this group of films, 

the island becomes a symbol for the planetary future, in that these atolls are the 

“canaries in the coal mine” of atmospheric pollution and represent the Earth as a 

whole. Yet the films leave open the question as to how Indigenous people of the 

islands can also be active participants in the storytelling process.

In the films, Pacific Islanders were depicted as the harbingers of climate 

change, rendered as figures of an isolated, natural, and nature-loving culture. 

Paradise Drowned: Tuvalu, the disappearing nation features the caption “see 

the world’s most endangered country”. The disappearing of Tuvalu: Trouble 

in paradise (2004). There once was an island: (Te henua e nnoho).4 Generally 

4.  Regarding The Disappearing of Tuvalu: trouble in Paradise 2004. Horner and LeGallic 
created Alofa Tuvalu in 2005. See Farbotko 2012. See Chambers and Chambers 2007 for an 
overview of the films on Tuvalu.



082 SESSioN  01 083Re-Def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ity and Nature 

speaking these documentaries tell the story in predictable ways.  The films focus 

almost exclusively on village life, feature ample images of the ocean, islanders 

fishing, children running on the beach, sunsets, palm trees, images of flooded 

homes, and interviews with subjects who are considering migrating to Australia 

or New Zealand. Atoll life is quite beautifully imagined in the romantic light 

of the setting sun over the ocean, reflecting what the film suggests is a dying 

culture. This dying culture is at once the death of a pastoral past as well as the 

planet’s future. The keywords of the films, evidenced by their titles are: paradise, 

disappearance, and endangerment, remarkably like the kind of extinction 

narratives about nonhuman species. 

The films’ nostalgia is particular to a long history of colonial “South Seas” 

discourse, in which travel narratives, paintings, and later films aestheticize an 

Edenic island lifestyle imagined outside of modernity, history, empire, and labor. 

This tropical paradise narrative is evident in the Time and Tide website: 

“The heart wrenching and beautiful film TIME AND TIDE is like one of 

Gauguin's rare, found-object sculptures, simultaneously celebrating a precious, 

edenic time and place while call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it is perhaps lost 

forever.” –Rob Bindler

The salvage narrative that once helped to authorize funding for a 

generation of anthropologists in the Pacific is now catalyzing a new generation 

of journalists, film makers, and scholars who fly across the world to descend 

on Kiribati, Tuvalu and Tokelau to interrogate the residents about nothing but 

climate change (Farbotko 2005). Nature in these films is an agent capable of 

producing change while the Islander is too often depicted as passive victim. In 

this era of what geographer Mike Hulme calls “neoenvironmental determinism” 

climate becomes variable, but human behavior is not. In these films “The 

possibilities of human agency are relegated to footnotes, the changing cultural 

norms and practices made invisible, (and) the creative potential of the human 

imagination ignored” (Hulme 2011: 256). We need new stories, generated 

from the islanders themselves, that do not idealize atoll life but bring out its 

complexities and contradictions. 

iii. “Tell Them:” Weaving the strands of obligation 

In turning to the arts and humanities we find a diversity of human narratives that 

challenge notions of climate determinism. I conclude with a performance poem 

because it offers a far more complex narrative form that does not idealize a South 

Seas pastoral, and suggests the webs of obligation that connect us across the seas. 

The root of obligation is ligare, to bond, to tie, to weave. The Marshallese 

poet Kathy Jetňil-Kijiner is now well known for her poetic address to the 

United Nations but I want to go back to this performance, recorded at the 2012 

Olympics Poetry Parnassus, which does not employ an aerial “god’s eye” view of 

the tropical atoll but rather places the poet high above the audience, with the cold 

stormy skies of London swirling behind her. Her poem invokes some of the same 

imagery that are in the documentaries: “fine white sand,” “sweet harmonies…of 

songs”, and “papaya golden sunsets,” but she immediately juxtaposes what might 

initially be considered idyllic with every day modernities like an island “clogged 

with chugging cars,” and “styrofoam cups of koolaid.”

Her emphasis here, in foregrounding a narrative of a gifted basket, is about 

weaving together connections and obligations across the Pacific. These bond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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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ly established with the “compact of free association” Micronesian states have 

with the United States, which grew out of the 1946 annexation of Micronesia in 

order to develop a base for the military and to conduct three decades of nuclear 

testing which poisoned and displaced thousands of Marshallese.5 

In this poem, Jetňil-Kijiner’s offers her American friends a gift, 

handcrafted jewels from the sea, “black pearls” and “cowry shell” earrings, placed 

in hand-woven baskets, products of women’s love and labor. Inside this basket 

is a message for the reader/viewer to pass on: “you tell them,” she implores, 

where these gifts came from, the Marshall Islands, and asks the reader to “show 

them where it is on a map”. She fashions her poetry as a basket, which in turn is 

a metaphor for the island. Emphasizing the ways in which the earrings and the 

basket she has made for her audience, travel, like her words, the poet creates new 

webs of obligation in an alternative vision of sea level rise, and  a new allegory for 

the Anthropocene. 

Ending the poem with the defiant “we don’t,” “we’ve never,” and “we are 

nothing without our islands,” Jetňil-Kijiner refuses to accede to discourses of 

extinction and migration and in that refusal, places the obligation on the reader 

to determine an alternative plot. In these new webs of obligation, we are held 

accountable. 

5. See Barker, Johnst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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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는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던 대재앙을 맞이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인류

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현 상황에서 조상들의 지혜를 살릴 수 있는 방

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이번 코로나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자

연의 역습’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현 상황은 순전히 우리가 저질렀던 행

동들이 다시 되돌아온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백  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고, 

경제에도 많은 타격을 주었다. 이번 코로나는 천산갑이라는 동물로부터 시작되었

다고도 전해진다.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천산갑을 본적이 없을 것이다. 국제적으

로 밀매되는 동물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천산갑이다. 중국 사람들이 이 

비늘에 좋은 약효가 있다고 믿기 때문인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기후변화, 생물다양성의 고갈, 이번 팬데믹은 모두 연관되어있을 것이다. 코로나의 

또 다른 원인으로 박쥐가 언급된다. 박쥐는 대체로 열대에 사는 포유류다. 기후변

화로 인한 기온상승으로 박쥐들은 온대 지역까지 범위가 확대되었고 자연스럽게 

인간과의 거리도 매우 가까워졌다. 더불어 숲의 많은 부분이 훼손되어 박쥐는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전보다 야생동물과의 거리가 점차 가까워져 바이

러스가 전파가 쉬워졌다. 인류는 25만 년 전에 지구에서 탄생했고 산업혁명을 통

해 성장하여 자연에서 압도적인 수를 차지한다. 본래 전체 야생동물 생물의 1%가 

특별강연 1

인류의 미래와 생태적 전환,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의 역할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 석좌교수

前유엔생물다양성협약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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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되지 않는 수치였지만, 현재는 인간과 기르는 가축을 합해 전체의 약 98%를 차

지하고 있다. 전세가 뒤집힌 것이다. 궁지에 몰린 야생동물의 바이러스가 어딘가에 

앉는다면 확률적으로 인간이나 인간이 기르는 가축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인간은 여러 감염병을 겪고 있는데, 그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다. 우리가 

팽창을 멈추지 않는 한 주기의 단축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백신

을 고대하고 있지만 백신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에이즈 또한 지난 

30년 동안 노력에도 불구하고 백신이 만들어지지 못했다. 백신의 제작까지 기다

리는 것 보다는 현실적인 백신을 찾아야 할 때이다. 

현실적인 백신에는 행동백신과 생태백신이 있다. 대체로 서양 사람들은 마스크에 

대한 거부감이 큰 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마스크를 성실하게 착용하

고 거리두기도 잘 수행하고 있다. 예방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전 국민이 다함

께 한다면 일종의 행동 백신이 되는 것이다. 이보다 더 원초적으로 자연을 보호하

고 같이 살아가며 무차별적으로 파괴하지 않는 행동을 보여주는 생태 백신도 있

다.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존하자는 말은 이전부터 계속되었지만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몇몇뿐이었다. 

백신은 모두가 다 같이 맞아야 효과가 있다. 마찬가지로 일부 사람들만 자연보호

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 모두가 자연보호에 동참해준다면 이러한 재앙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현재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바이러스는 결코 우리를 멸종시키지 못한다. 거리가 생겨 다음 사람으로 옮겨가

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문제의 근원인 기후변화는 다르다. 기후변화는 마

지막 한 사람까지 죽일 수 있고 인간을 지구에서 몰아낼 수 있다. 코로나 상황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고, 이를 행동으로 실행해 문제를 해결하려

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모든 사회계층이 행복해야만 사회 전체가 제대로 굴

러갈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프리카 속담에는 ‘빨리 가려면 혼자가도 

되지만 멀리가려면 반드시 함께 가야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번 상황에서 많은 사

람들이 이를 깨달았을 것이다. 세계인들이 코로나를 통해 가장 많이 언급하는 단

어 중 하나는 ‘연대’이다. 손잡고 함께 나아가야한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 (IPBES, 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에서는 현재 전통 지식, 생물다양성과 환

경에 관련된 각국의 전통 지식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를 도전과제로 삼고 있다. 

이는 굉장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한다. 생물학자들은 전통사회가 지녔던 자연에 대

한 인식이 현대인의 인식보다 탁월했음을 이미 알고 있다. 전통사회의 자연공존 

개념의 배경에는 연대의 정신이 존재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인간사회는 함께 

갈 수 밖에 없는 사회라는 것을 배우고, 전통사회를 들여다보면서 적극적인 지혜

의 방법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인류는 살면서 여러 차례 전환을 겪었다. 현재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생태적 

전환이다. 자찬의 의미에서 스스로를 호모사피엔스라고 칭하는데, 진정으로 현명

하다면 환경을 망가뜨리지 않아야한다. 이번 상황을 통해 자화자찬의 개념을 버

리고 자연 모두를 공유하고 함께 사용하자는 뜻에서 호모 심비우스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자연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자연과 함께 하는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제는 실천하는 것만 남았다. 그 지혜의 많은 부분이 우리가 물려

받은 무형유산에 포함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 본 원고는 최재천 교수님의 발표내용을 포럼 사무국에서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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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 is currently facing a calamity of unprecedented proportions. In this 

lecture, I plan to discuss how humanity will change in the future, and how we 

draw on wisdom from our ancestors. Many have used the expression “nature 

striking back” to describe the COVID-19 pandemic. The situation we are facing 

now is completely a consequence of our actions in the past. More than a million 

people have died from COVID-19, and the economic impact has been huge. It is 

said that COVID-19 originated from a species of animals called pangolin. Most 

Koreans would not have even seen a pangolin in real life. However, pangolins 

make up a large part of the illegal wild animal trade. This is due to the Chinese 

belief that their scales have medicinal properties, which is in fact not true. 

Climate change and the depletion of biodiversity are also likely linked to 

the current pandemic. Bats have also been frequently mentioned as a possible 

source of the novel coronavirus. Bats are mammals that typically live in tropical 

regions. However, with temperatures rising due to global warming, bat habitats 

have spread to temperate climate regions, and moved closer to human habitats. 

Furthermore, the destruction of forests led to the loss of natural habitats for 

bats. As a result, the distance between humans and wildlife has been narr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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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ing to more opportunities for viral transmission. Humans came into being 

on this planet 250,000 years ago, and became an overwhelming majority species 

through the use of technology and the industrial revolution. Originally, humans 

made up less than 1 percent of all wildlife. This has gone up to 98% of all animals 

when humans and livestock raised by humans are combined. The probability 

has become overwhelming. It has become most likely for viruses from wildlife to 

cross over to humans or livestock raised by humans compared to other creatures. 

Many infectious diseases are plaguing mankind, and the cycle for the 

introduction of new diseases is getting shorter. Unless humanity stops its 

uncurbed expansion, the cycle will only keep getting shorter. Although many 

people are pinning their hopes on a vaccine, creating a new vaccine is no easy 

feat. Despite efforts over the past 30 years, there is still no vaccine for AIDS. 

Rather than wait for the arrival of a medical vaccine, we should turn to more 

realistic vaccines. 

Two realistic vaccines are the behavioral vaccine and the ecological 

vaccine. For example, people in the West are averse to wearing masks, while 

Koreans have generally complied with mask wearing and social distancing 

measures. When the entire nation engages in behaviors that prevent the spread 

of the virus, a kind of behavioral vaccine is created. More fundamentally, there 

is the ecological vaccine, in which people protect and co-exist with nature, 

refraining from activities that destroy nature indiscriminately. Although it has 

long been proposed that we should protect nature and conserve the ecosystem, 

only a few people put this to action. 

A vaccine is only effective when everyone gets vaccinated together. 

Similarly, if everyone around the world joins the movement to conserve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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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isis like this would not happen. A virus can never wipe out a species. There 

would be eventually be too much interpersonal distance for it to spread to more 

people. However, the same is not true for climate change, the root cause of the 

current situation. Climate change can kill the very last person standing, and 

wipe out humans from Earth. The COVID-19 crisis should be an opportunity to 

think about climate change once more, and to take actions to solve the problem 

together. 

The COVID-19 pandemic has made me see that society functions well 

only when all social classes are happy. There is an African proverb which goes, “If 

you want to go fast, go alone. If you want to go far, go together.” I believe many 

people realized this with pandemic. One of the word mentioned most frequently 

in relation to the pandemic has been solidarity. We have realized that we need to 

work together hand in hand to progress. 

The 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IPBES) has the mission of conserving traditional knowledge 

related to biodiversity and environment around the world. I think this is a highly 

significant movement. Biologists understand that traditional societies had a much 

more developed awareness of nature than people in the modern day. The concept 

of co-existence with nature in traditional society came from the spirit of solidarity. 

With the COVID-19 pandemic, we need to learn that humans have to work 

together, and adopt active wisdom from traditional societies. 

Humanity has experienced many paradigm shifts in its history. The most 

important and urgent paradigm shift we need right now is an ecological shift. 

We call ourselves homo sapiens in an act of self-flattery. If humans were truly 

intelligent, we would not destroy the environment that we depend on. Through 

this experience, I hope we would retire the self-serving concept of homo sapiens, 

and transform ourselves into homo symbius, sharing nature with all living 

creatures. The pandemic has become a chance for people to think about ways to 

co-exist side by side with nature, and the time has come to move forward, putting 

these ideas into action. I believe that a large part of this wisdom is found i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herited from our ancestors. 

* This manuscript is based on Professor Choe's presentation and summarized by the Forum Secretar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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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언어는 무형문화유산의 강력한 측면이다. 구전전통과 표현에서 언어는 무형문

화유산을 표현하는 결정적인 도구이다. 언어는 사람들의 문화, 가치관, 세계관

이 배출되는 통로이다. 언어학적 다양성은 생물다양성, 종의 다양성, 생태계 다

양성을 포함하는 무한한 차원의 다양성과 상호 관련되어 있다. 끊임없는 식민정

책의 말살 시도에도 불구하고 토착민족은 전세계 땅의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

으며, 그곳에서 이들은 계속 풍부한 전통을 이어가며 자연의 청지기 임무를 수행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5억 인구에 달하는 토착민족은 아마도 다른 어떤 문명도 

보여주지 못한 문화다양성을 보여주는 가장 대규모 인구일 것이다. 전 세계의 약 

7,000개 언어 중에서 상당한 비중의 언어를 발명하고, 재발명하고, 사용하고, 보

호하는 역할을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을 토착민족들은 보유하고 있다. 토착언어를 

회복하는 것은 토착민 부활의 한 측면이라고 인정받았다. 이 발표에서는 토착언

어와 구전전통에 있는 미개발된 잠재력이 현재 생태계 위기를 줄이는 중요한 도

구가 될 것이라는 점에 관심을 모으고자 한다.

자연과 상호작용하는 무형문화유산  

― 토착전통지식체계를 중심으로

치디 오구아마남

캐나다 오타와대학 교수

ABS Canada 센터장

자연 결핍: 글로벌 팬데믹 

최근 연구자들은 “자연결핍장애”라는 새로운 개념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개

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실내에만 가두어 두려는 부모와 보호자, 그리

고 디지털 기기와 같은 비인간적인 영향력에 이 개념을 제한시키는 것 같다. 이들

은 “안전하지 못한 자연”을 피해가며 이루어지는 아동의 사회화는 교육적으로 건

강하게 자연에 노출되며 지속가능성을 키워가는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

한다. 의심할 여지없이, 자연에 대해 지속가능한 지향을 제공하는 교육에 미래세

대를 노출시키며 양육하자는 주장에는 근거는 있다. 그러나 자연결핍은 그 자체

로 ‘글로벌 팬데믹’이며 이것은 가족 내부의 부모와 자녀에게서 그치지 않는다.

이 현상을 가족단위에 한정하고 치료하려는 협소한 초기의 경향을 벗어나서 보

면, 모든 인류는 자연결핍의 희생자이며 공범자로 연루되어있다. 전 지구적인  

생물다양성 위기가 정책적 토론의 장으로 들어오게 된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아

직까지 인류는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응하는 아무런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산업

발전을 환경의 지속가능성과 균형을 맞추는데 실패한 인류는 오늘날 거대한 실

존적 위협을 대면하고 있다. 이 위협은 대부분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의 결과이

다. 자연결핍은 이제 보편적 현실이 되었고, 경제·사회·산업·기술의 진보를 환

경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운영하는데 실패한 인류의 집단적인 실수를 설명하는 

현실이 되었다. 이 현실은 “제압하고 정복하라”는 지배적인 생태이념에 의해 추

진되어왔다. 그 이념은 식민주의에 일치하며,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협소하게 보

는 세계관을 인준하는 식민주의에 상응하는 것이다. 많은 기후 참사에서 분명히 

드러났듯이 현재 환경의 위기는 그 이념이 실패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자연을 향

하여 포용적이며 다양성 중심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시급함을 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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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자연, 무형문화유산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은 인류, 자연, 토착민 공동체를 아우르는 연결

을 강화한다. 서문의 여섯 번 째 문단에서 “공동체, 특히 토착 공동체·집단과 때

로는 개인이 무형문화유산의 창출·보호·유지 및 재창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문화적 다양성 및 인류의 창조성 제고에 기여함을 인정”하고 있다. “인간, 자연, 

무형문화유산” 의 상호접속 지점이 현재 환경의 위기를 뒤집을 수 있는 지속가

능한 방법을 탐색해야 할 지점이다. 이 탐색에 주어진 모든 선택지와 전략이 중

요하다. 설명할 수 없이 복잡하고 불분명한 지형을 탐색할 때에, 정확성과는 반

대 의미로 우리가 편의상 사용하는 용어로서 무형문화유산은 인류와 전체적인 

자연과의 만남을 추적할 수 있는 최초의 현장이다. 무형문화유산의 일부가 되는 

언어는 그 복잡한 관계를 탐색하여 철학, 이념, 존재론, 인식론, 우주론 등의 기초

를 포착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 그 복잡한 관계들은 농업, 식량, 보건, 산업, 예술, 

창의성, 의례, 노래, 연희 등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구체적인 인간 지식, 혁신, 

생산 경험으로 표현되어있다. 

인간, 자연,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유엔의 상승적 협력 전망 

유네스코 및 일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같은 많은 전문기구 활동을 통

해 수년간 유엔은 토착민과 무형문화유산 그리고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보존하

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의를 환기시켜왔다. 그 결과, 다양한 협약과 유엔 토

착민 문제 상설포럼(the UN Permanent Forum on Indigenous) 같은 조직, 그

리고 정책적 노력이 전개되어 토착민과 그들의 지식과 관습을 인정하고 지키며 

보호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지식과 관습은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을 실

천에서 강조하는 무형문화유산의 한 측면이라고 인정되었다. 이런 노력은 인식

의 다원주의적 프리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포괄적인 접근을 지지하는 것

이다 

유네스코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프로그램은 환경에 관한 유엔의 프로그램으

로 보완되기도 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과 이와 관련된 의정서를 포함한 협약들

은 여기에서 중추역할을 한다. 여기에서 파생된 유네스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그리고 생물다양성협약의 모기관인 유엔환경계획(UNEP)의 모든 협약과 활동은 

자연 안에서 하는 인간활동의 상호작용과 무형문화유산의 역할을 서로 연결하도

록 도와준다. 이러한 역동성은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2030 의제와, 이와 관련

한 17개 지속가능한발전목표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실제로, 17개 목표 중에

서 어느 것 하나도 토착민 지식이 주는 통찰이 있다면 목표 진전에 도움되지 않

을 목표는 하나도 없다.

토착언어와 구전문학, 무형문화유산의 현장

무형문화유산을 지키고 토착지식체계를 강화하려는 협력활동의 일환으로 토착

민들의 언어 활성화는 국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 유네스코와 함께 토착민들은 

“현재 그들의 언어가 처한 어려운 상황은 토착민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

에서 온다”는 점에 관심을 두고 있다. 토착민들은 언어부활에 힘을 쏟으며 자신

들의 부활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모두 그렇지는 않지만 토착언어는 대개 구전언

어이며 시적 이미지가 풍부하고, 자연과 맺고 있는 관계의 윤리는 말할 것도 없

고, 토착민의 생태, 지리, 문화, 종교적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다. 필리핀 코르디예

라에 있는 칸카나이 토착민 미니 데가완은 “토착민에게 언어는 뿌리의식과 공동

체 소속감을 줄 뿐 아니라 조상들의 윤리적 가치관, 즉 자신과 땅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고 생존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윤리적 가치관을 전달해주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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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이미 말했듯이, 언어는 발화자의 세계관이 요약되어 그 중심에 접속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만한 도구이다. 

많은 토착언어는 토착민들이 식물, 곤충, 동물, 식물생태, 계절과 관련하여 자연

과 맺은 관계의 배경에 있는 깊은 철학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북부 캐나다와 그

린란드, 알래스카 지역의 원주민 이누이트족 언어인 이누티툭은 에스키모-알류

트어의 세 갈래 중 하나이다. 이들은 과학적인 정확성으로 형태와 위치에 따라 

눈의 다양한 모양과 결을 나타내는 50가지 다른 표현을 가지고 있다. 눈은 이누

이트의 생활과 관계에서, 그리고 농사, 고기잡이, 사냥, 산업, 예식, 이야기, 고유

한 동물과 관련하여 대대로 중심이 되어왔다. 이런 서사들의 중심을 보면 이누이

트의 창의력과 생존능력, 다른 종족에게는 불가능한 환경에서 번성할 수 있는 능

력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눈은 이누이트의 환경윤리와 청지기의식에 결정

적인 것이다. 그들의 언어 이누티툭을 통해 자연질서 안에 있는 이누이트의 인간

성이 표현된다.

이야기(stories)는 토착언어에서 중요한 도구이다. 토착민의 세계관은 대부분 이

야기를 통해 전달되기에 이야기에는 세계관이 엿보인다. 존 크리는 “스토리텔링

과 시와 예술적 기교는 ‘언어’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자연과 관계 맺기를 도

와주고 세상을 이해하게 해준다. 우리가 관계를 맺는 수단이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는 모두 이야기이다. 우리가 인간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야기와 시의 

언어는 우리 뼈 속에 내재한다”고 말한다. 식민지 주민이나 경험이 미숙한 사람

들은 그런 이야기는 픽션 장르의 한 레퍼토리라고 한결같이 이해한다. 그러나 많

은 토착민의 세계관에서 이런 이야기들은 허구적인 오락 이상의 것이다. 이런 이

야기들은 몽환적인 장르로 표현된다. 이야기는 토착민의 법률 전통을 이해하고, 

현상을 해석하고, 문화적 가치를 강화하며 조상들과의 유대를 공고히하며 세대

를 건너 지식을 보존하고 전수하는 것을 도와주는 복합적인 의미 생성 활동과 관

련된다. 이야기는 토착민의 경험을 구체화하여 농업, 천문학, 의학, 예술, 성, 사

회적 관계, 분쟁 해결, 법률적 전통,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분야인 환경과 생

태 윤리 분야에서 생산된 지식을 저장하는 저장고이다. 

무형문화유산과 공중보건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코로나와 같이 최근에 터진 세계적인 공중보건의 붕괴

는 인간이 동물을 학대하면서 유발된 것이다. 인간의 자연 학대와 자연질서의 파

괴를 제외하더라도, 기후변화로 유발된 생태계의 파열은 팬데믹 상황 중에도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모두가 암시하는 바는 인간의 역할이다. 앞서 자연결

핍장애를 언급하며 분명히 드러났듯이, 사회과학을 포함한 모든 하위학문의 학

자들이 인류가 자연과 맺은 폭력적이고 균열적인 관계를 해결할 방법을 탐구하

고 제안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이 바로 그 동안 탐구하지 않았던 분야에 진지

한 관심을 모을 때이다. 

이야기, 인간과 자연의 경험을 담은 무형문화유산

그 동안 탐구하지 않았던 분야 중 하나는 토착구전문학이 가진 포괄적인 잠재력

이다. 토착구전문학은 인간과 동물, 그리고 다른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통

찰을 제공하며, 이 통찰은 세대를 거쳐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

다. <2019 유네스코 국제 토착언어의 해> 선포는 지역 현장에서 언어 부활 활동

을 하도록 지원하는 상징적인 걸음이었다. 이런 활동은 토착민이 가진 청지기 정

신의 인식 방법을 인정한다면 더 확대될 것이다. 이 청지기 정신을 불러들이려면 



100 SESSioN  02 101인류의 위기극복과 무형문화유산

이야기와 스토리텔링을 도구로 사용하는 방법보다 더 진정성있는 길은 없을 것이

다. 세계의 다양한 토착민족들과 그들의 언어, 민담, 이미지, 의미생성, 그리고 다

양한 형식의 무형문화유산은 인간의 자연윤리에 대한 통찰을 이야기로 표현해주

는 풍부한 서사들이다. 이 서사들은 농사, 기후변화, 의학, 지속가능성 윤리 등과 

관련되며,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목표 모두에 적절하게 기여하는 것이다. 

1)  데네족의 법률전통과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의 공유(ABS, 

Access and Benefit Sharing)를 연관시켜 상상하며 

2018년 ABS Canada 센터 는 5년 연구의 결과를 『유전자원, 정의, 화해 Genetic 

Resources, Justice and Reconciliation 』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국

제 ABS의 틀 안에서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의 공유(ABS)’ 법과 규

칙을 토착민 감수성을 담아 캐나다 국내에서 실행하는 방법을 탐구하였다. 지금

까지 ABS를 위한 전략은 식민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면을 중심으로 주로 돌아

가고 있었다. 토착민의 법 전통이 캐나다에서는 적법한 법의 근원이었음에도 그 

전통에서 그 개념에 대한 통찰을 찾아보려 하지 않았다. ABS Canada센터가 했

던 연구 중 하나는 데네족 법전통을 조사하여 “수많은 데네족 이야기를 해석하

고 법 원칙을 추출해내며 그 원칙을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의 공유에 

적용하여 데네족과 연구자들이 데네족 법과 어울리는 협약을” 만들어내려 하였

다. 데네족은 캐나다의 토착민이며 다수가 캐나다의 북서부 지역에 거주한다. 이

들은 아카바스칸어 족에 속한다. 그들의 시조는 “사람들의 땅”을 뜻하는 데넨데

(Denendeh)이며 이들은 살아있는 조상 어머니의 축복으로 배가되었다. 

ABS연구는 데네 장로 죠지 블론딘의 글에서 발견한 9개의 이야기를 연구하였다. 

이 이야기들은 데네의 위대한 법률제정자 야모리아에게서 받은 데네족의 법률

에 내재한 세가지 원칙을 보여준다. 그 원칙을 ABS에 적용하면 “1) 평등 2) 공유 

3) 호혜성”이다. 이 원칙은 데네 법질서의 한 부분이며 데네족 공동체 안에서, 데

네족이 아닌 외부인과 비생명체, 동물과 유전자원과의 관계에서도 기초가 되도

록 세심하게 정리되어있다. 모든 이야기를 소개할 공간이 여기에는 없지만 한가

지는 꼭 소개해야겠다. 이 이야기는 혹심한 겨울이 데네족과 카리부(삼림순록)와 

무스 같은 동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둔다. 이런 동물들이 가장 취약해지

는 계절인 겨울에는 이들이 사냥감이 되기가 쉽다. 데네족은 그것을 이용하여 이

익을 보려하지 않고, 오히려 먹을 음식을 놓아주어 이 동물들이 험한 날씨를 잘 

견뎌내고 생존하도록 해준다. 공생과 상호의존을 강조하는 것이다. 원주민 학자 

래리 차트랜드는 데네족이 모든 생명의 힘과 관계를 맺을 때에 “근본적으로 평

등한 관점”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이 관점은 데네족이 “사람과 자연은 상호 의존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고, 그러므로 자기보존을 하려면 자연세계를 돌보아야 

한다는 이해에서 출발한다”고 그는 말한다. 

맺는말 

데네족과 이누이트족을 제외하더라도 모든 토착민들과 그들의 문명은 훌륭한 상

징체계로 엮여진 이야기 형식으로 풍부한 무형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인간이 유발시킨 자연과의 갈등과 그로 인한 팬데믹 수준의 공중보건의 붕괴를 

감소시켜줄 통찰이 담긴 지식의 보고이다. 토착언어와 그들의 이야기는 토착민

의 자기보존을 위해 무형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지켜야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세계가 다양한 교육수준에서 가르쳐 자연결핍증후군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인식 방법이 될 자원을 토착언어와 그들의 이야기는 보유하고 있다. 무형문화유

산의 중요한 한 측면이 되는 토착언어의 이야기가 지속가능한 환경과 생태윤리

를 교육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아직도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다.  토착언

어 보존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활동의 본질이나 적절성이 아직은 환경 복원과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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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을 위한 도구로서 실질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무형문화유산의 힘과 무

형문화유산이 주는 새로운 상상력의 가치를 구체화하고, 조화와 존중, 그리고 자

기보존을 위한 호혜성을 기준으로 자연과 인간 사이의 균열된 관계를 근본적으

로 복원시켜갈 좀 더 구체적인 현장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토착민

족이 가진 언어의 보고와 그들에게 내재된 이야기를 지키고 보존하며, 그것이 가

진 측량할 수 없이 무한한 가치와 지적 재산을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더 강화

할 필요가 있다.

introduction

Language is a powerful aspec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Along with 

oral traditions and expressions, language is recognized as crucial vehicle for 

manifestation of ICH.1 It is the gateway to a people’s culture, value systems, and 

worldviews. Linguistic diversity is correlated with multifarious and unexhaustive 

dimensions of diversity, including biological, species and ecological diversity. 

Despite unrelenting colonial attempts at their annihilation, Indigenous Peoples 

occupy about 22 per cent of global land mass where they continue to exercise 

their rich traditions and stewardship of nature. With their global population of 

about 500 million, Indigenous Peoples constitute perhaps the greatest human 

demographic showcase of the world’s cultural diversity, unlike any other 

civilization. Indigenous Peoples have retained an untapped capacity to continue 

to contribute as inventors, re-inventors, speakers, and custodians of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world’s estimated 7000 languages. Revival of Indigenous languages 

is an acknowledged aspect of Indigenous resurgence.2 This contribution calls 

attention to the untapped potential of Indigenous languages and oral traditions 

as vital tools for mitigating current ecological crisis.

Mitigating ‘Nature Deficit’
- Indigenous Languages and Oral Literature

Chidi Oguamanam
Professor of Law, ABS Canada, University of Ottawa 



104 SESSioN  02 105Humanity's Response to the Crisis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ature Deficit: A Global Pandemic

Recently, researchers have drawn attention to the emergent concept of “nature 

deficit disorder”.3 Proponents of the concept seem to limit it to tendencies by 

parents, guardians, and non-human influences such as electronic gadgets to 

confine children indoors.4 They disclaim child socialization that is inclined to be 

fearful of “unsafe nature” as opposed to healthy and educative exposure to nature 

in promotion of sustainability.5 Without question, there is a case to be made 

for fostering a new generation of children that have exposure to an education 

with a sustainable orientation to nature.6 But nature deficit in itself is a ‘global 

pandemic’ and is not limited to children and parents in the family space.

Away from the narrow and inchoate tendency to medicalize the 

phenomenon and to limit it to the family unit, all of humankind is as complicit 

as they are victims of nature deficit. Since the mid 20th century when the 

consciousness around global biodiversity crisis7 entered policy debate, 

humankind has yet to make a dent in the face of the biodiversity crisis. Having 

failed to balance industrial development with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humanity today faces its greatest existential threat. This is largely a result 

of human-induced climate change. Nature deficit, a now universal reality, 

depicts collective human failure to manage economic, social,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 with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t is driven by 

a dominant ecological ideology of “subdue and conquer”.8 That ideology is in 

sync with colonialism and its reification of a narrow worldview of humankind’s 

relationship with nature. Current environmental crises, evident in many climate 

catastrophes, attests to the failure of the ideology. It points to the urgency for an 

inclusive and diversity-centred approach to nature.

Human, Nature and iCH

The 2003 ICH Convention text reinforces the linkage across humankind, nature, 

and Indigenous communities. The 6th paragraph of the Convention’s preamble 

recognizes “that communities, in particular indigenous communities, groups 

and, in some cases, individual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production, 

safeguarding, maintenance and re-creation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us helping to enrich cultural diversity and human creativity…”.9 The interface 

of “human, natur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s ramification in the 

search for a sustainable pathway to reverse the current environmental crisis. In 

this quest, all options and strategies count. In its indescribable complexity and 

indeterminate contour, ICH – as a term of convenience as opposed to precision 

– is a primordial site for mapping humanity’s encounter with whole nature.10 

As a branch of ICH, language navigates that complex relationship as a tool to 

capture its foundational bases in philosophy, ideology, ontology, epistemology, 

cosmology, and so on.11 Those complex relationships are translated into specific 

human knowledge, innovation and productive experiences in all other areas, 

including agriculture, food, health, industry, arts, creativity, rituals, songs, and 

entertainment to mention a few. 

United Nations’ Synergistic outlook on Human, Nature and iCH

Over the years, the United Nations, through a number of its specialist bodies 

and initiatives such as the UNESCO and, to some degree,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has drawn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and preserving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ICH, and cultural 

diversity.12 Consequently, various treaties, instruments, and policy initiativ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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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as those under the auspices of the UN Permanent Forum on Indigenous 

Issues – have evolved to acknowledge, safeguard, and protect Indigenous Peoples 

and their knowledge systems and practices. Most of the knowledge and practices 

are recognized as aspects of ICH pursuant to the 2003 ICH Convention. These 

initiatives support inclusive approach to problem solving within the prism of 

epistemic pluralism. 

UNESCO and WIPO programs are also complemented by UN programs 

on the environment front in which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and associated instruments, including its resulting protocols are pivotal. All the 

resulting instruments and institutional initiatives of the UNESCO, WIPO and 

UNEP – the parent body of the CBD – help to make a link across the interaction 

of human activity in nature and the role of ICH. That dynamic is further 

enhanced by the special UN Agenda 2020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ssociated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13 As a practical matter, it 

is hard to contemplate any of the 17 SDGs that cannot benefit from or be further 

advanced by insights from indigenous knowledge systems.

indigenous Language, oral Literature as Site for iCH

Indigenous Peoples globally are invested in the revitalization of their languages 

as part of concerted efforts at safeguarding ICH and strengthening indigenous 

knowledge systems.14 They are mindful, as is UNESCO, that “the major influence 

on the sorry state of their languages is the fact that indigenous peoples are 

threatened themselves”.15 By investing in linguistic renaissance, Indigenous 

Peoples are advancing their own survival. Indigenous languages are largely but 

not exclusively oral, rich in poetic imageries and tend to align with Indigenous 

Peoples’ ecological, geographical, cultural and religious identify, not to mention 

their ethics of relationship with nature. Minnie Degawan, an Indigenous 

Kankanaey from Cordillera in the Philippines, notes that “[f]or indigenous 

peoples, languages not only identify their origin or membership in a community, 

they also carry the ethical values of their ancestors – the indigenous knowledge 

systems that make them one with the land and are crucial to their survival…”16 

As indicated earlier, language provides the most credible access to the core of its 

speakers as a summation of their worldview.

Many Indigenous languages illustrate the deep philosophies undergirding 

Indigenous Peoples’ relationships with nature, including with plants, insects, 

animals, vegetations, seasons, and so on.17 For example, the Inuit – the Aboriginal 

People of the present-day Northern Canada and parts of Greenland and Alaska 

– whose language, Inuktituk, is one of the three branches of the Eskimo-Aleut 

language group.18 They have over 50 expressions that concisely capture various 

types and textures of snow in their different formation and location with 

scientific accuracy.19 Snow is central in Inuit life and chains of relationships 

across generations, including in regard to agriculture, fishing, hunting, industry, 

ceremonies, stories, and endemic animals.20 In the centrality of this narrative, 

one can get a sense of Inuit ingenuity and ability to survive and thrive in an 

environment where others hardly stand a chance. Consequently, snow is critical 

to Inuit environmental ethics and stewardship. Through Inuktituk, the human 

agency of Inuit in the natural order is captured.

Stories are critical tools in Indigenous languages. Indigenous worldviews 

are glimpsed and conveyed mostly through stories. According to Jon Cree, “[s]

torytelling, poetry and artistry are all important elements of ‘language’, helping 

us to connect to nature and making meaning of the world. I would say it is 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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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 of relationship building – we are all story. That is what makes us human. The 

language of story and poetry is in our bones”.21 For the colonial and uninitiated, 

such stories are invariably understood as part of the repertoire of the literary 

genre of fiction. However, in many Indigenous Peoples’ worldviews, these stories 

are beyond fictional entertainment. They are often revealed as part of dreamtime 

experience.22 They involve complex meaning-making that help understand 

Indigenous legal traditions, interpret phenomenon, reinforce cultural values, 

cement ancestral bonds and preserve and transfer knowledge across generations. 

Stories reify Indigenous experience as reservoirs of knowledge production 

in agriculture, astrology, medicine, arts, gender and social relations, dispute 

resolution, legal traditions and perhaps most importantly,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ethics.

iCH and Public Health

Some of the recent disruptions of global public health of pandemic proportion 

including SARS, H1N1, Ebola, and COVID-19 have been triggered under the 

cloud of human’s abuse of its relationship with animals.23 Experts warn that the 

human-animal pathogenic transmissions will be on the increase.24 Aside from 

human abuse and disruption of the natural order of its relationship with other 

stakeholders in nature, the potential for exacerbation during a pandemic is 

also linked to climate change-induced ecological disruptions. All of these cases 

implicate the role of human agency. As scientists, including social scientists, of 

all sub-disciplinary biases explore, frame, and seek solutions to humankind’s 

abusive and fractured relationship with nature as evident in earlier reference to 

nature deficit disorder, it is high time serious attention focused on less explored 

areas.

Story as iCH of Human and Nature Experience

One of the less explored areas is the all-encompassing capacity of indigenous 

oral literature to provide insights on human-animal and other human-nature 

relationships for transgenerational environmental awakening. The UNESCO 

declaration of 2019 as International Year of Indigenous Languages is a symbolic 

step to boost language revitalization initiatives at local levels. These can be 

better amplified through the recognition of Indigenous epistemic pathways 

of nature stewardship. There is perhaps no more authentic way to glean this 

stewardship than through the instrumentality of language and story-telling. 

Across all geographical regions, the world’s diverse Indigenous Peoples and their 

languages, folklore, imageries, meaning-making, and various forms of ICH are 

rich narratives that provide storied insights on human nature ethics. Those are 

relevant in agriculture, climate change, medicine, and sustainability ethics and 

more; all of which are pertinent across and beyond the SDGs.

imagining Dene Legal Tradition on Access and Benefit Sharing (ABS)

In 2018, ABS Canada published the result of five-year study under the title of 

Genetic Resources, Justice and Reconciliation.25 The study explored Canada’s 

potential pathway for domestic Indigenous-sensitive implementation of access 

and benefit-sharing (ABS) legislation and regulation within the emergent global 

framework on ABS. So far, the strategy for ABS majorly revolve around ABS’s 

interface with colonial intellectual property order.26 There is neither an interest 

to filter ABS from a colonial lens, nor to seek insights on the concept from 

Indigenous legal traditions that ought to be the legitimate sources of law in 

Canada. One of the ABS Canada studies examined the storied aspects of D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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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traditions in an attempt “to interpret a number of Dene stories to extract legal 

principles and apply them to access and benefit sharing so that Dene peoples 

and researchers may create ABS agreements consistent with Dene law”.27 The 

Dene are Indigenous peoples of Canada majority of whom are found in Canada’s 

Northwest Territories. They are members of Athabaskan linguistic family. They 

trace their origin to Denendeh – “the Land of the People” – who doubles as the 

living ancestral Mother being for the Dene.28

The ABS study examined nine Dene stories drawn from the work of 

George Blondin, a Dene elder.29 Those stories outline three major principles of 

Dene law as received from Yamoria, Dene’s great law maker. Those principles 

which “apply to ABS are: 1) equality, 2) sharing and 3) reciprocity”.30 They 

are part of Dene legal order, meticulously deployed by Dene as basis for their 

relationship among themselves, non-Denes and non-life forms, including 

animals and genetic resources.31 Space forbids exploring all the stories, but one 

of them compels mention. It is a story that underscores the harsh winter season 

and its adverse impact on Dene and animals such as caribou and moose.32 

Winter is a time when these animals are most vulnerable, and easy to be hunted 

down. Rather than take advantage of them, the Dene puts out food for them and 

ensures their survival through the difficult weather underscoring co-existence 

and co-dependence. Larry Chartrand, an Aboriginal scholar argues that Dene 

takes “fundamentally egalitarian view” of its relationship with all life forces which 

stems from Dene’s “appreciation that people and nature are interdependent and 

therefore must look after the natural world for their own self-preservation.”33

Conclusion

Aside from Dene and Inuit, all Indigenous Peoples and their civilizations are 

rich in storied ICH laced with incredible symbolisms. Those are epistemic 

treasures with insights on the mitigation of human-induced conflicts with nature 

and ensuing public health disruptions of pandemic magnitude. Indigenous 

languages and stories are worthy of preservation and safeguarding as ICH that 

contribute to Indigenous self-preservation. They contain unexplored resource 

for education at all levels towards epistemically plural and instructive pathways 

to the rest of the world for alleviating nature deficit syndrome. As a crucial 

aspect of ICH, Indigenous languages in their storied essence have yet to attract 

attention regarding their instrumentality to foster sustainable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ethics. Ongoing initiatives to preserve Indigenous languages have 

yet to substantively link their essence and relevance as tools for environmental 

renewal and accountability. We need more concrete sites to reify the power of 

ICH and its value to reimagine, and restore humanity’s fractured relationship 

with nature on the basis of foundational principles of harmony, respect, and 

reciprocity for mutual self-preservation. In this regard, Indigenous Peoples 

linguistic treasures and their embedded stories are deserving of intensified 

efforts at safeguarding, preservation and promotion for their inestimable value 

and epistemic rich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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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직후에는 보통 우리가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라고 생각하는 약품, 식량, 식

수, 임시 대피소, 옷, 난로, 발전기, 연료 등의 구호품을 받게 되고, 송신탑이 무너

진 곳이라면 라디오가 생존 필수품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하지만 재활은 단순 구호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정신적, 사회적인 보살

핌을 필요로 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 또한 계속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없으면 

지역사회 프로그램도 계속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노인, 장애인, 그리고 약자

들에게 활력소가 되며, 특히 기술과 지식을 전수할 세대가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

로서 농부들과 공예가들에게도 중요한 존재입니다. 집과 마을 공용 건물들은 수

리가 필요하며, 당장 복구가 어려운 곳에는 대피소를 설치하고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경제적 리듬이 다시 작동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이 모든 것이 깨끗한 산의 공기를 마시는 것만큼이나 자연

스럽습니다. 인도 히말라야 지역은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종 

곡물, 샘과 호수의 물, 숲에서 나온 목재와 약초, 과수원에서 나온 과일, 염소 떼

와 양 떼는 언덕과 산지, 그리고 인접한 평야 지역 주민들을 살아가게 합니다. 고

지대와 저지대, 인접한 평야와 구릉 지대 등 다양한 지역에 위치한 산악 공동체

들은 끊임없이 물자를 교류합니다. 반추동물 사료는 자연재해로 인해 산비탈이 

무너지거나 이동 통로가 막힌 경우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상품 중 하나입니다. 

무형문화유산으로 보는 인도의 재해저감관리 사례

라훌 고스와미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퍼실리테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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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대 경사지에서 재배되는 약초는 평야 지역에서 항상 수요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평야에서 재배하는 약초는 잘 자라지 않고 고지대의 깨끗한 공기가 전해주

는 치료 효능도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언덕과 고지대에서는 같은 계절이라도 일정한 법이 없습니다. 2010년 8월 잠무  

카슈미르주의 라다크 지역은 엄청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2011년 9

월에는 식킴주의 히말라야 동부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으며, 2013년에는 우타라

칸드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1년만인 2014년 9월, 잠무 카슈미

르주에서는 또다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이 기간에 홍수 피해는 더 커졌습니다. 

홍수는 인도 갠지스강 중하부 지역, 비하르와 우타르프라데시 동부지역, 그리고 

인도 북동부의 아삼과 아루나찰프라데시주를 휩쓸었습니다. 위의 사건들은 광범

위한 피해와 인명 손실을 초래한 큰 규모의 지역 재난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히말라야환경교육센터에서 고문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농업부 산하에

서 전통재배 관행을 문서화하는 프로그램을 다년간 수행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문화, 환경, 농업 분야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가 맞닥뜨린 다양한 문제를 

목도하였습니다. 자연재해의 영향은 빠르게 퍼지고 조직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또한 느리고 눈에 보이지 않은 영향도 있습니다. 무형유산과 지역 및 토착 지식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영향을 다각도로 다루어야 합니다.

농촌 개발 현장에서 배운 경험의 법칙 중 하나는 운명과 불행의 순환이 4년 주기

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거하는 지역이 어딘지, 직업

이 무엇인지에 상관없이 이 삶의 패턴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년 중 2

년은 별 볼 일 없을 수 있습니다. 첫해에는 집안에 심각한 질병이 발병할 수도 있

고, 다음 해에는 태풍, 가뭄,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의 징후가 나타날 수도 있습

니다. 그런 패턴이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남은 2년이 불운한 2년과 균형

을 이룰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이 5년의 기간 동안 별 볼 일 없는 3년을 보

냈다면, 그 기간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한 시간으로 볼 수도 있

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재앙의 창끝이 어디를 향하는지, 그리고 재난 후 몇 개월 혹은 몇 

년이 지나야 그 여파가  사그라지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형유산과 토

착 지식 시스템의 보호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지역과 지

역 사회는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 후 구호와 재활 활동이 수행되고, 세심한 감

시와 지원이 필요한 활동들이 이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은 이것과 다르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골 등 오

지 환경에서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여 상당한 복잡성을 야기합니다. 앞

서 4년 주기에 대해 설명했지만 자연재해가 그 주기에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

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재활은 훨씬 더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재해(또는 홍수나 가뭄과 같은 흔치 않은 계절적 재해)는 4년 주기의 안정적

인 기간이 지난 후 2년에서 3년 사이에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정적 기간에 

얻은 이득은 빠르게 사라질 것입니다. 이럴 때는 기본적인 물질적 긴급 복구보다 

심리적, 정서적, 공동체적 연대 측면의 지원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동안, 2005년부터 CEE 히말라야는 사회 구조, 특

히 학습 그룹에서 발견되는 지지 및 상호 보살핌의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췄습

니다. 이런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비공식적/비형식적

인 형태를 띱니다. 하지만, 학교는  종종 어린이, 청소년, 청년 그리고 노인들

을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종류의 공동체 활동의 중심지가 됩니다. 앞에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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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연재해 복구 프로그램들을 위해, CEE 히말라야는 집단적인 노력을 설명

하는 접두사로 ‘재구축’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센터는 희망의 

재구축(Rebuilding Hope), 신뢰의 재구축(Rebuilding Trust), 믿음의 재구축

(Rebuilding Faith)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재해로 화전이나 

사육하던 동물들이 완전히 파괴된 상황에서도 가정과 공동체 생활을 재건하고 

제한적인 외부 지원으로도 스스로를 회복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공동체의 타고난 

강점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인도 히말라야 지역의 다양한 커뮤니티와 생태 서식지에서의 경험은 우리에게 

지식, 문화, 환경, 대안적 개발, 농촌과 산악 사회의 구성, 국가와 행정의 역할, 그

리고 비공식적인 학습 채널의 중요성에 관한 소중한 통찰을 주었습니다. 센터는 

유네스코의 기후, 생물 다양성, 생물권, 습지, 야생동물, 식물 및 동물 유전자원, 

소규모 재배 농가, 산림에 의존하는 공동체 등에 관한 문화협약과 조약 및 기타 

협약 등 정부 간 국제협약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영감을 받았습니다.  국내

적으로는 인도 기후 변화에 관한 국가 행동 계획과 관련된 히말라야 생태계 유지

를 위한 국가 계획을 기반으로 활동합니다.

이런 정책들은 본연의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얻은 학습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 활동을 통해 우리는 자연재해에 익숙한 패턴을 발견

하였습니다. 이런 패턴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간이 만든 참사에서도 비슷하게 나

타납니다. 예를 들어 무장투쟁의 영향, 정착지와 지역사회의 변화를 초래하는 대

규모 인프라 사업의 영향, 수공예품, 손뜨개 직물, 장인의 생활용품 생산에 즉각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 규제의 변화, 급속한 도시화를 야기하는 토지이용 및 

토지이용계획의 변화 등이 그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상황이 불러오는 패턴은 

자연재해 발생 후 발생하는 패턴과 구별할 수 없는 조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단일 지점이나 단일 사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가 익히 알고 있는 구호 및 재활 대응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센터의 노력은 이렇게 일반적인 구호 및 재활이 닿지 않는 곳을 향합니다. 센터

는 마을과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반복적인 

이주 물결이 - 그들의 원인이 자연재해이든 다른 이유로 인해 생겨난 재해 후 패

턴이든 - 젊은 사람들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 모두의 공동체를 없애고, 지식과 문

화적 관행을 전수받는 세대를 공동     체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또한 공동체의 노

동력과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는 조직을 없애고, 전통 지식과 관습을 유지하여 적

용하고자 하는 의지와 동기를 앗아갑니다. 이렇게 이주는 지식의 세대 간 대물림

을 방해합니다. 

센터는 인도 우타라칸드 지역 38개교에서 623명의 교사와 6,300명의 학생을 대

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학교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재난경보시스템, 산림, 

식물, 동물, 그리고 지역 기후학에서 사용하는 변화의 징후를 포함한 재난 대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룹들은 사회 관습

과 관행, 지역 축제를 이용하여 지역민들의 자립적 사고와 학습을 확산시켰습니

다. 인접한 히말찰 프라데시주에서는 지역민들이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아

유르베딕 전통을 지킬 수 있도록 약초 양묘장 설치를 도왔습니다. 또한 식킴의 

북동부 주에서는 럼텍 불교 수도원의 승려들이 센터가 제공한 훈련에 참석하기

도 했습니다.

사회생태학적 체계는 아주 오래된 반면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단

어는 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통의 원칙과 가치는 계속되지

만, 그러한 원칙과 가치는 문화적 관행, 관습, 의식과 축제에 부과되는 의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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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상황 증거에 기초한 실험과 수용, 또는 거부의 연속

적인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은 기본 식량을 위한 토종 품종의 재배, 공예품과 손

뜨개 직물 제작에 필요한 천연 재료의 선택도 포함합니다.

센터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목도하였고, 인도 히말라야 지역에서 가능

한 많은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지식, 가치, 노하우, 토착 과학, 구전으로 전해오

는 약물 용어사전, 지역 기후학 용어, 식물학적 학습, 동물 사육과 관련된 설화, 그

리고 공동체 조직과 규제의 방법들은 모두 지역사회의 일부를 형성하며, 재난 후

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이것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전승되고, 

받아들여지고, 재창조될　때 다음 세대를 위한 문화가 더 잘 보호될 것입니다.

It had taken a few weeks for roads to be cleared of rockfalls and to be made safe 

enough for vehicles carrying essential goods and supplies in the wake of the June 

2013 flash floods and landslides in the western Himalayan region, in particular 

the mountainous state of Uttarakhand. A small team from the specialist center 

that I was associated with, the Centre for Environment Education Himalaya, was 

traveling to a few of the villages that had been affected, which were also villages 

in which the center had been working for some years before the natural disaster. 

Those in the small group were anxious. There had been no way to contact 

people in the villages nor even local administrators in the sub-district offices. 

Phone lines had yet to be restored, and mobile phone towers were being slowly 

replaced. Had there been casualties amongst the groups the center had trained? 

Were homes and school buildings still standing? No-one would know until they 

reached.

CEE Himalaya's early work in rehabilitation in the Indian Himalayan 

Region districts began in October 2005, when an earthquake struck the northern 

state of Jammu and Kashmir. For method and approach, it was based on its 

programs that followed the Gujarat Earthquake of 2001 and followed the Indian 

Ocean tsunami of 2004. The Centre had considered what was meant by and what 

was needed from relief and rehabilitation. Relief followed disaster immediately, 

India’s Disaster Reduction and Management  
throug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ahul Goswami
UNESCO ICH Facilit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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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forms that we all now recognize as providing the essentials for survival 

- medicinal supplies, food staples, drinking water, temporary shelters, clothes, 

stoves and fuel, generator sets and fuel, radio sets where communication towers 

had been knocked down. Rehabilitation was quite another matter - children 

need psycho-social care, their education should continue, but they are also 

required for all community programs. They are indeed a tonic to the elderly, the 

disabled, and infirm, and are especially sought by farmers and craftspeople as 

living proof there is a generation to pass their skills and knowledge to. Homes 

and community structures need repair, and where restoration is difficult until a 

more amenable time of the year, shelters must be put up and equipped. Most of 

all, the social and economic rhythms must be set in motion again. Under normal 

circumstances, this is as natural as breathing the clear mountain air. 

The Indian Himalayan Region is endowed with rich biodiversity. Its vital 

goods - indigenous cereal varieties, water from springs and lakes, timber and 

medicinal herbs from forests, fruit from orchards, herds of goat and sheep - 

sustain hill and mountain communities, and those in the immediate adjacent 

plains. There is a constant flow of goods within mountain communities, between 

higher and lower, between those in the hills and the nearby populations in 

adjacent plains, or foothills. Fodder for ruminants is one such commodity that 

can be in demand in the hills when a natural disaster has washed away entire 

hillsides or altered paths to previously accessible pastures. Medicinal herbs from 

the upper slopes are always in demand in the plains, in which they may not grow 

as abundantly, nor possess the healing vigor that cleaner air imparts.

But life in the hills and high ranges is never uniform from one season 

to the same season the following year. In August 2010 came the devastating 

cloudburst in the Ladakh region of Jammu and Kashmir state, in September 

2011, an earthquake struck the eastern Himalayan region in the state of Sikkim, 

and a year after the floods and landslides of 2013 in Uttarakhand came the 

September 2014 floods in Jammu and Kashmir. During every single one of these 

years, floods also built up. They swept through the middle and lower Gangetic 

regions of India, in Bihar and the eastern half of Uttar Pradesh, and the north-

east Indian states of Assam and Arunachal Pradesh.

Record of the incidents that appear with such ferocity and cause 

widespread damage and loss of life that they are treated as regional disasters. My 

experience through the years I spent as an adviser to the Centre for Environment 

Education Himalaya, and likewise when documenting traditional cultivation 

practices while with a multi-year program under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after that as an adviser to several regional organizations dedicated to cultural 

or environmental, or agricultural subjects, has shown that significant setbacks 

to communities arise in several ways. The impact of a natural disaster is rapid 

and can be paralyzing for an organization. Yet no less paralyzing are other 

impacts, slower and not as visible. From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local and indigenous knowledge systems, all such impacts should 

be addressed.

One of the rules of thumb adopted in the field, which comes from the area 

of rural development, is that the cycle of fortunes and misfortunes tend, for the 

most part, to occur in cycles of four years. That is, we could discern a pattern to 

the lives of households, whatever their primary occupations, in rural regions, 

whether mountainous or amidst plains or in river valleys. It is this that two of the 

four years are likely to be unremarkable, in one, there may be expected a severe 

sickness in the family, and in one, there is very likely to be some manifestation 

of a natural calamity, whether a typhoon, a drought, floods or earthquake.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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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s such a pattern do to the household? Merely this, that the better fortunes of 

two years may balance the other two's worse ones. If perchance the household 

sees through three unremarkable years in five, it can save and build a little capital 

to give it the luxury of planning for a different future.

And so the question is: where lies the spear-point of the disaster and 

across how much of the ensuing year or months does the aftermath fall? Judging 

these are important for all work on the safeguarding of ICH and indigenous and 

local knowledge systems. A natural disaster event is taken as the initial moment 

of significant disruption to a region and its communities. After that, relief and 

rehabilitation take their courses, respectively, for a short, intense period and for a 

longer duration that requires careful monitoring and support. Yet our experience 

has shown that this point of view should be modified by circumstance more often 

than not. Especially in rural settings, influencing factors are many and combine 

to create significant complexity. To illustrate, a natural disaster may occur during 

the lean phase of the four-year cycle I mentioned earlier. If it does at that time, 

rehabilitation will be a much more demanding task. Likewise, a natural disaster 

(or an uncommon seasonal event like flood or drought) may occur between 

two and three years after the stable period of a four-year cycle, in which case the 

beneficial gains of that regular period are quickly erased. When this happens, the 

psychological, emotional, and community solidarity aspects need much more 

attention than the emergency restoration of basic material needs.

During all these events, from 2005 onward, CEE Himalaya focused on 

social structures and especially the existing networks of support and mutual care 

that are found in learning groups. These are more usually informal or non-formal 

rather formal. However, the school-building structure often becomes a center for 

all kinds of community activity that includes children, adolescents, youth, young 

adults, and older folk. For several programs that followed some of the natural 

disasters I mentioned, our Centre coined the title 'Rebuilding' as the prefix to 

describe the collective efforts. Hence we have had Rebuilding Hope, Rebuilding 

Trust, Rebuilding Faith. These were chosen to signify the innate strength of 

communities that, with limited external support, repair themselves and find ways 

to rebuild household and community life that has been interrupted, sometimes 

tragically, sometimes with the near-total destruction of assets as swidden plots or 

farm animals.

Our experience with the different communities of the Indian Himalayan 

Region and in the varied ecological habitats has given us precious insights 

concerning knowledge, culture, environment, development alternatives, 

the organization of rural and mountain societies, the role of the state and 

administration, and the importance of informal channels of learning. We have 

taken guidance and inspiration from inter-governmental and international 

conventions such as UNESCO's cultural conventions and treaties and 

conventions on climate, biodiversity, biospheres, wetlands, wildlife, plant and 

animal genetic resources, the rights of smallholder cultivators, and communities 

dependent on forests. We relate to our national programs, particularly India's 

National Action Plan on Climate Change and the associated National Mission 

for Sustaining the Himalayan Ecosystem.

While all these have their value, what they are no substitute for is the 

learning that comes through experience. We have found that the conditions 

that set in following a natural calamity take on a familiar pattern. Yet this 

pattern is also seen in situations where no natural disaster has occurred, but 

human-made disturbance has. What are these disturbances? They are conflict 

or the effects of armed militancy, the impacts of large infrastructural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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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cause displacement of entire settlements and communities, changes in 

economic regulations that have an immediate impact on the production of 

handicrafts, hand weaves, and artisanal household goods, changes in land use 

and land use planning that lead to more rapid urbanization. These can and 

do bring conditions whose patterns may be indistinguishable from those that 

arise following a disaster. But the difference is that when they do, they are not 

considered as having arisen from a single-point, single-event occurrence and 

therefore are absent the typical relief and rehabilitation response that we are all 

familiar with.

It is towards these other kinds of disturbances that most of the Centre's 

efforts have been directed. An unstated objective of its work and effort has been 

to curb migration from the villages and rural districts to urban settlements. For 

we know well that repeated waves of migration - whether their cause is a natural 

disaster or the post-disaster patterns that set in as a result of other reasons - drain 

a community of both its youth and its knowledge-bearing people, remove from a 

community the generation that ordinarily would receive knowledge and cultural 

practices, remove from the habitat of the community the workforce and the 

organization that maintains its ecological balances, leaches from the community 

the will and motivation to apply the traditional knowledge and cultural practices 

that continue to survive. Anyone of these deficits has an effect that goes well 

beyond the period that separates one generation of knowledge from another. 

Two or more at the same time have a multiplicative malignancy.

In Uttarakhand, therefore, over the duration of the Centre's work, training 

was conducted in 38 schools, reaching more than 6,300 children and involving 

623 teachers. The disaster preparedness plans that schools created brought in the 

local knowledge systems of warnings from the natural world and signs of change 

in the forests, flora, fauna, watersheds, and regional climatology. Groups created 

to maintain preparedness for unkind or emergency conditions combined social 

customs and practices, and local festivals, to spread self-reliance thinking and 

learning amongst households. In the neighboring state of Himachal Pradesh, 

also mountainous, the Centre's program encouraged the setting up of medicinal 

herb nurseries to create a new income source for households and preserve the 

continuity of ayurvedic tradition. In Sikkim's north-eastern state, the Centre 

collaborates with the Rumtek Buddhist monastery whose monks participated in 

the training.

Social-ecological systems are both ancient and amenable to change. 

They are not, as the word 'tradition' seems to imply static. Their principles and 

values are constant and should be, for those principles and values are found in 

cultural practices, customs, and meanings given to rituals and festivities. There 

is a continuous process of experimentation and acceptance, or rejection, based 

on in situ evidence. This makes the cultivation of indigenous varieties of food 

staples essential and the selection of natural materials likewise necessary for 

crafts products or hand weaves. There are many kinds that we have witnessed 

and where possible, aided in the Indian Himalayan Region. Knowledge, values, 

know-how, indigenous science, oral medicinal glossaries, local climatological 

terms, botanical learning, animal husbandry lore, and methods of community 

organization and regulation all form part of the community's equipment with 

which to survive the after-effects of a disaster, whether a point occurrence or 

whether other kinds. When they are successfully practiced, transmitted, received, 

and re-created, we become more confident that perhaps the hills will be well 

looked after for one more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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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오늘 발표를 통해 무형문화유산으로서 바다윤리의 개념에 대해 얘기하려한다. 이 

발표는 문화유산에 관련한 일본의 두 가지 연구에 기초한다. 둘 다 전통적인 어업, 

즉 잠수어업과 고래잡이를 통해 수집된 바다에 관한 지식과 영적인 관습에 구체

적으로 관련된다. 그리고 둘 다 여성들이 실천하는 것이다. 이 내용을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5 그리고 14와 관련하여 논의한 출판물이 이미 있으니 관심있는 사람은 

참조하기 바란다. 

전례없는 지구적 불확정성을 헤치며 살아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적절한 것이다. 이 발표에서는 바다윤리를 통해 무형문화유

산과 지속가능성을 연결시키려 한다. 다시 말해 바다와 수확물에 대한 영적인 관

습과 신앙, 사람들이 가진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세계관을 다룰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지속가능성을 이해하려면 중요한 것이므로, 이 내용을 기록하고 해석하

며 소통시키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다. 많은 실천가들이 고령화되어가고 우리 자

신은 자연과 연결되었다는 인식을 급격히 상실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그런 기

록작업 자체는 중요한 것이다. 나는 그런 사례들을 발표할 것이다. 그러나 사례

를 보여주기 전에 먼저 발표의 핵심개념을 설명하겠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바다윤리 :  

일본, 호주, 미국의 전통어업 사례를 중심으로 

쿠미 카토

일본 와카야마대학교 교수

핵심 개념

민속학

내가 바다윤리라고 제시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지식과 실천이다. ‘전통적인 생

태적 지식’이라 할 수 있고 일본의 지역 방언에서는 민조꾸지 Minzokuchi 라 부

른다. 이런 지식과 실천은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것이며, 이야기·일화·

감정·제례·예식과 그 외 다른 창의적 표현을 통해서 구전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이것은 지속가능성을 이해하는데 기초가 되지만, 비과학적이거나 임의적이고, 

또는 모호한 것인 것이라 우리의 논의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지식의 중요성을 일본민속학자 야나기타 구니오 Yanagita Kunio 가 요약하고 있

다. 그는 이것을 민속학이라 부른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권력이 있거나 부유한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라, 조민(常民) 즉 평범한 사람들과 그들의 역사에 관한 것

이다. 조민은 문자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기 때문에 야나기타는 기록되지 않은 그

들의 역사를 발굴하고 기록하며 해석하기를 시작하였다.” 바다 윤리는 이와 같

이 기록되지 않은 역사 안에 내재해있다. 

생태인문학

두 번째 키워드는 생태인문학이다. 이것은 연구의 접근 방법일 뿐 아니라 개념

적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지식 계층화에 구체적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생태적 

인문학 (Weir, 2008; Rose & Robin, 2004)의 기초를 수립한 데보라 버드 로즈

Deborah Bird Rose는 생태인문학이 “새로운 학제간 접근이며, 이 접근은 멸종⦁

기후변화⦁독성죽음의 지대, 수질하락 등 수많은 현재 생태계의 문제가 자연-문

화 이분법적 분리에서 비롯된 인류발생론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출현하게된 것이다. 이런 이분법적 분리는 예술과 과학 사이의 학문

적 분리에도 반영되어 있다" (Rose, 2015, p. 1)고 이야기 한다. 환경철학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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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인문학적 사고를 하는 발 플럼우드 Val Plumwood는 이 관점을 강력하게 지

지한다. 연구적 접근으로서 생태인문학은 비판적이고 창의적이며, 창의적 학자 

네트워크인 그룹 캉가룬 Kangaloon이 제안한 성명에서는 생태인문학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의 사고는 생명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언어도 그래야한다. 그 말

은 선입견을 포기하는 대신에 세상에 귀 기울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월성과 통제라는 환상을 포기하고, 그 대신에 세상을 불확정하지만 

계속 밝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는 호기심 어리

고, 실험적이며, 열려있고, 적응적이며, 상상력이 풍부하고, 민감하며, 

책임감이 있어야한다. 우리는 생명의 공동체와 함께 사유하는데 헌신

하고 치유에 기여하기를 다짐한다.  (Gibson et al., 2015, ii). 

비판성과 창의성은 지속가능성에 필수적인 요인이고, 지속가능성은 무형의 학제

간 접근이며 사람들의 깊은 영성에, 그리고 윤리적인 세계인식에 내재되어야 한다.  

호혜성

세상을 윤리적으로 이해하면 세상과 우리가 연결되어있는지 아니면 연결이 결핍

되어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이것을 호혜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호혜성에는 

3가지 속성이 있다. 첫째, 호혜성은 대화적 또는 소통적 역량을 보유한다. 호혜에 

대한 인식은 제례와 축제를 통해 봉헌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인간이 자연세계에

게 보답하는 방법은 돌봄, 감사, 봉헌, 기도와 같은 영적인 행위일 것이다. 호혜성

의 두 번째 속성은 감각적이며 경험적인 성격이다. 지역, 토지, 바다에서 함께 엮

어져있는 것들이 단순히 생물다양성, 서식지, 생태계일 뿐 아니라 언어, 감각, 정

서, 무한한 상호연결이라는 점을 지각하는 능력이다. 

셋째, 호혜성은 구체적인 장소와 연관된다. 연결을 의미하는 것이다. 연결된 상

태는 레오폴드Leopold가 말하는 “대지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며, 장소의 

영genius loci을 유지하는 것이다. 장소의 진정성authenticity과 온전성integrity이 

시간이 흘러도 지탱되는 것을 말한다. 

일본 문화의 맥락에서 호혜성 

일본의 맥락에서 호혜성을 표현하는 문화적 실천의 한 사례는 불교의 쿠요 kuyo 

개념이다. 이 개념은 글자그대로 부처와 신들과 모든 존재의 영을 공경하여 봉헌

하고 양분을 준다는 뜻이다. 봉헌은 사물(꽃, 음식, 향, 초), 기도, 종교적 수련으

로 드릴 수 있다.  쿠요토 Kuyo-to 또는 쿠요 기념물은 일본 전역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인간과 비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 식물과 동물의 영을 위해 봉헌된다.   

식물에 봉헌된 사례는 식물과 나무를 위한 기념물 소모쿠 쿠요토 somoku kuyo-

to 이다. 이 기념물에는 산, 강, 식물, 나무(sansen somoku shikkai jbutsu) 등 모든 

존재가 평화로운 휴식을 바란다는 기도가 새겨져있다. 쿠요 제례는 일본의 일상

생활에서도 볼 수 있으며 수많은 사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 요약하면 사람

들의 보이지 않는 역사에 초점을 두는 민속학, 지속가능성의 비판적이고 창의적

인 측면을 포착한 생태인문학의 접근, 호혜성이라는 윤리적 기초가 그 핵심개념

이다. 이 개념들은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무형문화유산, 세상에 대한 책임감, 

비윤리적인 요소에 대한 저항, 그리고 재생의 능력을 표현한다. 이어서 두 가지 

사례를 설명하려한다. 나는 각 사례에 ‘고래를 위한 기도’ ‘조류를 기다리며’ 라

는 제목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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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으로서 바다윤리의 표현 : 고래를 위한 기도

이 연구는 혼슈섬 남서해안에 있는 카요이우라, 나가토, 야가구치 현에서 실행하

였다. 이 곳의 전통적인 고래잡이는 17세기부터 1900년 초반까지 있었다. 과거 

전통고래잡이 어촌이었던 카요이에는 이 관습과 연관된 문화재산이 가득하다. 

그 중 몇 가지는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문화유산으로 두각을 나타낸다. 고인에

게 불교 이름 즉 카이묘 kaimyo를 부여하는 불교관습이 있다. 카요이에 있는 어

떤 사원들은 특정 사원에 묻힌 고인의 명부, 카코초 kakocho를 가지고 있다.  이 

카코초에는 고인의 이름과 함께 매장일이 기록되어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잡

힌 고래들의 이름도 함께 기록되어있다. 케이게이 카코초 keigei kakocho 라는 고

래 이름 등록부도 보존 되어있다.  

현존하는 카코초 즉, 케이게이 카코초는 1802~1842년도의 기록물인데 243마

리의 고래이름이 등록되어있다. 그 명단은 사람의 명단과 같은 형식으로 되어있

다. 사원의 사제가 선택한 4가지 특징으로 명단을 설명한다. 고래가 잡힌 날짜와 

위치, 고래의 이름, 고래의 종류와 크기, 그리고 성별이 기록되어있다. 사계절과 

시간 뿐 아니라, 경의로움, 기품있는, 큰, 소리, 해안, 바다, 축복, 기도 등으로 고

래의 성격을 표현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차가운, 경의로운, 기품있는, 흰색  ((1807년 3월) 

- 물고기, 경의로운, 기도, 서쪽  (1812년 2월) 

- 영웅적인, 신념, 거대한, 남성  (1834년 3월)

- 봄, 경의로운, 수용함, 선한  (1810년 1월 6일)

또 다른 사원에는 매일 고래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주는 두 명의 수도여성이 있다. 

그 수도자는 젊은 시절에 사원에 들어오게 되어 가족들을 많이 그리워했지만 붙잡

힌 고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평생 고래를 위해 기도를 바친다고 말하였다.

조류를 기다리며

두 번째 사례는 일본어로 아마 Ama, 한국어로 해녀 Haeyno라 불리우는 바다여

성들에 관한 것이다. 이 이야기의 주요 발생지는 일본 중동부 해안, 나고야 남부

에 있는 시마 Shima이다. 나는 이 사례에 ‘조류를 기다리며’ 란 제목을 붙였고, 

호주 ABC 라디오 방송에서 같은 제목으로 다큐를 방송하였다. 이 다큐는 지금도 

온라인으로 방청할 수 있다. 

이 여성들은 수확의 계절, 시간, 위치, 잠수복 사용에 관한 엄격한 자율규칙을 준

수한다. 그렇지만 바다는 불법 어업, 환경변화뿐 아니라 개발, 오염같은 외부요

인 때문에 급격하게 변화한다는 것을 이들은 충분히 잘 알고 있다. 기도는 아마 

문화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안전과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기도는 “바다가 위험할 수 있다. 언제나 변화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항상 

기도한다” 는 점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한 여성은 말한

다. 그것을 기억시키는 한 가지 물건이 이키 섬 아시베 마을, 야하타 해변에 세워

진 여섯 개의 작은 지조(땅의 신 지장보살) 동상들이다.  누가, 왜 그 동상을 만들

었는지에 관한 기록은 전혀 없다. 그러나 그 지방 여성 잠수부의 생명과 함께 바

다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그 지방 여성들은 믿

는다. 그러므로 이 여성들은 “이 동상에 항상 봉헌하며 이들이 바다를 돌보고 우

리를 돌보아 주기를 기도한다” 고 한 여성이 말하였다. 이 말을 하며 그 여성은 

여섯 동상 각각에 작은 떡 조각을 놓고 있었다. 이 여성들에게 기도는 기록되지 

않은 그들의 지식을 표현하는 것이며, 그들의 세계와 연결시키고 그들의 세계를 

존중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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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여기에 소개한 이야기와 관찰과 감각은 장소에 기반한 지식과, 사람들이 바다환

경과 맺은 특정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지식의 본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지식의 힘은 바다환경과 연결되어있다는 점이 내재되어 있다. 그들이 이해하는 

방식은 연결성과 호혜성을 지각하는 감각에 의존한다. 연결성과 호혜성도 돌봄, 

감사, 두려움, 존경, 기도의 형태로 된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표현된다. 나는 이

것이 바다윤리라고 생각하며,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무형문화유산이라고 본다.  

이런 지식을 사회환경적인 기초로 인정한다면 지속가능성에 한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며, 그 안에서 이루어진 지식의 평등성은 분열적이고 배타적이며 

계층화된 담론을 반박할 수 있는 강력한 서사를 제시할 것이다. 이런 효과는  특

히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성차별과 인종차별에서 생기는 많은 중요 이슈

들을 다루는 데에도 적용될 것이다. 최근 전개된 지속가능성 담론의 대중화는 많

은 부분 화려한 17개의 지속가능한발전목표 덕분이다(UN, 2015). 여기에 있는 

하나의 강점은 지속가능성을 진흥하려면 다양성과 포괄성이 필수적임을 인정한

다는 점이다. 사회환경적인 맥락에서 포괄성은 지속가능성과 강력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점은 “만약 우리의 생태적 관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면 그 관계를 생성

하는 사회적 관계도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다”는 성명에서 지적되었다. “윤리

성의 결핍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관계에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해야한다.  모든 

인간과 비인간 생물의 종, 그리고 우리의 물질적 배경 사이의 관계에서뿐 아니

라, 다양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존중·관용·사고의 자유·평등·공평에 기반한 

지속가능성을 추구해야한다. 포괄성을 이렇게 이해하면 다양한 성격의 지식과 

앎의 방식을 존중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비분열적인 사고는 세계를 이해

할 대안을 열어주고, 창의적이고도 진보적으로 학문을 동력화할 수 있는 영감을 

준다. 특히 우리가 지속가능성 목표 도달에 기여하고 싶다면 이런 사고는 지식생

산의 가능성을 한층 더 열어줄 것이다. ‘지속가능성’이라는 용어의 대중화는 긍

정적인 발전이지만 근본적인 가치관은 항상 반복되어야한다. 나의 스승 플럼우

드Plumwood (2008) 그 가치관이 “장소의 정직성place honesty을 회복하는 것”이

라고 설명했다.  이 가치관은 “장소와 다중의 관계를 맺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는 

한편, 그 관계가 의미있고 책임감있는 관계가 되도록 재형성될 것을 강조한다”. 

민속학 내용에서 잠시 언급한 지식의 계층화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양한 지식 시

스템 사이에 대화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야한다. 생태과학과 다른 인문학 사이에, 

서구지식 시스템과 다른 지식 시스템 사이에 이런 연결고리를 만들어야한다. 여

기에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살아있는 세상의 법을 따라야한다

는 의미가 여기에 함축되어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존재를 돌보는 법을 알기

에 삶에 주어진 우리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 ... 생명의 연결망은 상호의존과 존

중의 연결망이며, 그것은 필연적으로 대지이며”(Rose, 2015, p. 5), 연결과 호혜

성을 의식하는 것이다. 이야기, 기도, 감각, 감사, 돌봄을 통해 상호의존을 유지하

는 것은 지속가능성이 가야 할 길과 가까운 것이다. 그렇게 일치시키려는 실천을 

키워갈 수 있다면 지속가능한발전목표가 가진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연결하도록 

지지해줄 것이며,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보증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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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oday in this brief presentation, I’d like to talk about the concept of sea ethics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ased on two of my previous studies on cultural 

heritage in Japan. Both relate to specifically spiritual practices and knowledge 

about the ocean gained through traditional fisheries, one diving fishery and other 

whaling. It so happens that both are practiced by women. I’ve also discussed 

this in the context of SDG Goal No. 5 and 14 in my publication if anyone is 

interested. Clearly, discussion of sustainability is even more relevant today, as we 

navigate ourselves through the unprecedented global uncertainty.

My intention here is to connec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sustainability through the concept of sea ethics. What I mean by this is that 

people’s spiritual practices and beliefs towards the ocean, species harvested, 

and their sensual and intuitive understanding of their world. This, I believe, 

is critical to our understanding of sustainability today. As these practitioners 

do not use specific language of sustainability, it is our job to record, interpret 

and communicate them. Such record keeping itself is critical today, as many 

of the practitioners are ageing, and we ourselves are rapidly losing the sense of 

connection with the natural world.

Sea Ethics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aditional Fisheries  
and Climate Change in Japan, Australia, and the United States

Kumi Kato
Wakayama University

The cases I’m presenting are such examples, but before presenting 

the cases, I’d like to present three key points, or keywords that underlie my 

discussion.

Concepts

Folklore

What I present as sea ethics is ordinary people’s knowledge and practice, which 

may be defined as traditional ecological knowledge, or in Japanese Minzokuchi, 

place-based vernacular knowledge. They are part of ordinary everyday life, told 

through stories, anecdotes, feelings, rituals and ceremonies and other creative 

expressions. They are fundamental in our understanding of sustainability, but 

often dismissed in our discussion, seen as unscientific, arbitrary or ambiguous. 

The importance of such knowledge may be summed by a Japanese folklore 

scholar, Yanagita Kunio, who refer to this as folklore studies, which in his words, 

“is not about the deeds of the powerful and wealthy, but about what he termed 

as jomin (常民), the common people and their history. Since the jomin has left 

behind few written records, Yanagita set out to unearth, record and interpret their 

unwritten history.” Sea ethics lies within such unwritten history.

Ecohumanities

Second keyword is ecohumanities, which is a conceptual foundation as well as a 

research approach, which specifically challenges knowledge hierarchy. 

Ecological humanities or ecohumanities (Weir, 2008; Rose & Robin, 2004), 

defined by its founding scholar, Deborah Bird Rose, is “a new inter-discip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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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has emerged specifically to address the fact that current ecological problems, 

including extinctions, climate change, toxic death zones, water degradation, 

and many others, are anthropogenic events originating from the nature/culture 

divide, reflected also in the academic division between arts and sciences” (Rose, 

2015, p. 1). Another ecohumanities thinker, an environmental philosopher, Val 

Plumwood, strongly supports such view. 

Ecohumanities, as a research approach,  is critical and creative, which can 

be defined in the statement we put forward as a group Kangaloon, a network of 

creative scholars. 

Our thinking needs to be in the service of life—and so does our 

language. This means giving up preconceptions, and instead 

listening to the world. This means giving up delusions of mastery 

and control, and instead, to see the world as uncertain and yet 

unfolding. So our thinking needs to be - Curious; Experimental; 

Open; Adaptive; Imaginative; Responsive; and Responsible. We are 

committed to think with the community of life and contributing to 

healing (Gibson et al., 2015, ii). 

Criticality and creativity are essential qualities in sustainability works, 

which intangible, interdisciplinary, and should lie within the deep spirituality of 

people and their ethical understanding of the world. 

Reciprocity 

Ethical understanding of the world reflects our connection with the world or 

lack of it, which can be defined as a sense of reciprocity. Reciprocity may have 

three qualities. 

First, reciprocity contains dialogical quality or a communicative capacity. 

A sense of reciprocity may be expressed as a form of offering often through 

rituals and festivities, and what may be returned to the natural world by humans 

may be spiritual such as care, gratitude, offering, and prayers.

The second quality of reciprocity is sensory and experiential, which is 

a capacity to sense that what is interwoven in the country, land or seas are not 

simply biodiversity, habitat, and ecosystems but also the languages, senses, 

emotions, and timeless connections to one another. 

Third, reciprocity contains a place-specific quality, which represents 

connectivity. Achieving connectivity is to be a member of what Leopold calls a 

“land community” and to maintain genius loci (spirit of place)—an authenticity 

of a place, an integrity sustained over time. 

Reciprocity in Japanese Cultural Context

In the Japanese context, one example of cultural practice that expresses 

reciprocity through offering is the Buddhist concept of kuyo, which literally 

means offering and nurturing in honoring Buddha, deities, and spirits of all 

beings. Offerings can be in a form of things (flower, food, incense, and cand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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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s, and religious training. Kuyo-to or kuyo monuments are seen throughout 

Japan and may be dedicated to the spirits of all beings, human and nonhuman, 

flora and fauna. 

A flora example is somoku kuyo-to or a monument for plants and trees, 

and on those monuments, words such as peaceful rest for all beings: mountains, 

river, plants, and trees (sansen somoku shikkai jbutsu) are inscribed. Kuyo as a 

ritual is also seen in daily life in Japan and may be carried out for a number of 

objects, to express gratitude.

With these ideas – folklore focus on people’s invisible history, 

ecohumanities approach capturing critical and creative aspects of sustainability, 

and reciprocity as ethical essence. They are the ICH for sustainability that express 

responsibility for the world, resistance for unethical elements, and a power for 

regeneration. I hope to describe the following two cases, which I’ve titled as 

prayers for the whales and waiting for the tide. 

Expressions of Sea ethics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ayers for 

the whales

This study was conducted  in Kayoiura, Nagato, Yagaguchi prefecture on the 

southern west coast of Honshu island. Traditional whaling took place here since 

17th century to early 1900. As a former traditional whaling town, Kayoi is full of 

cultural properties related to the practice, and some really stand out to represent 

as ICH for sustainability. 

It is a Buddhist practice that kaimyo or budehist names are given to those 

deceased Some temples in Kayoi holds a Kakocho, a register book of the deceased 

who were buried at the particular temple. These Kakocho record the names of 

the deceased along with the date of burial. These Kakocho contain the names 

given to the whales caught in the region: keigei kakocho, a register book for 

whales, was kept. 

The existing kakocho or Keigei Kakocho” ( ), dating from 1802 

to 1842, lists 243 whales. The register follows the same format as the human 

register: kaimyo consisting of four characters selected by the priest of the temple; 

the date and location caught; the whaler’s name; and the whale’s kind, size and 

sex. Characters such as  (honor),  (graceful) ,  (large),  (sound),  

(shore),  (ocean),  (blessing),  (prayer), as well as those indicating seasons 

(  , winter;  , spring;  , snow) and time (  , morning). Some examples are: 

 (March, 1807): cold, honor, graceful, white  (February, 1812): 

fish, honor, prayer, west  (March, 1834): heroic, belief, grand, male 

 (January 6, 1810): spring, honor, accept, good.

In another temple, there were two nuns who gave daily prayers, including 

the name of whales. The nuns told me that although they themselves came into the 

temple at a young age, and terribly missed their families, they felt sorry for the whales 

that were caught, and dedicated their lives to give prayers for the whales. 

Waiting for the tide

The second example is about sea women Ama in Japanese or Haeyno in Korea. 

This story come mainly from central east coast of Japan, just south of Nagoya, a 

region called Sh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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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all this work Waiting for the Tide, which also became the title of a radio 

documentary produced for the Australian ABC radio national. The work is still 

available online if anyone is interested. 

The women observe strict self-regulations regarding harvesting season, 

time, location and the use of wetsuits, despite they are fully aware that sea is 

radically changing due to external factors, including development, pollution as 

well as illegal fishing and environmental changes.

Prayer is an essential part of ama culture, praying for and being grateful 

for safety and a good harvest. Praying, a woman explained, is also a way to 

remind them that the “Sea can be dangerous. It can change anytime. So we 

pray, always pray”. One such reminder is a group of six small Jizo (earth deities 

Ksitigarbha) statues standing on the Yahata shore, Ashibe-town, Iki Island. There is 

no record of who made them or why; however, the local women believe that they 

were made to commemorate the lives lost in the sea, including those of women 

divers in the region. Consequently, they “always give offerings to these statues, so 

that they look after the ocean, and us of course”, a woman said as she placed a small 

rice cake on each of the six statues. For these women, prayer is an articulation of 

their unwritten knowledge, and is a way of connecting and respecting their world.

Conclusion

These stories, observations, and senses illustrate the nature of place-based 

knowledge and based on people’s particular relationship with the ocean 

environment. Power of such knowledge lies in their connectivity with the ocean 

environment. Their ways of knowing rely on their senses of connectivity and 

reciprocity, which are also expressed through their stories as care, gratitude, fear, 

respect, and prayer. I see this as sea ethics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r 

sustainability.

Recognising these qualities as one socio-environmental foundation allows 

a step closer to sustainability, in which knowledge equality presents a strong 

narrative to counter discourse that is divisive, exclusive, or hierarchical, which 

applies to many critical issues that surround us today, particularly gender or 

racial discrimination. 

Recent  popularisation of sustainability discourse owe much to the colorful 

banner of 17 SD goals, (UN, 2015). One strength I see in such promotion is the 

acknowledgement that diversity and inclusiveness is necessary in promoting 

sustainability. In a social-environmental context, inclusiveness strongly relates 

to sustainability, indicated in statements such as “If our ecological relationships 

are unsustainable, so are the social relations that produce them” ; conversely, 

“to remedy this lack of a suitable ethics, we must seek out sustainability in 

relationships, not just between all humans, nonhuman species, and our material 

setting, but also relations among various humans based on respect and tolerance, 

freedom of thought, equality, and equity”. This understanding of inclusiveness 

is critical to value different qualities of knowledge and ways of knowing. Non-

divisive thinking can open up further possibilities for knowledge production, 

offering alternative ways of understanding the world, and provide inspiration for 

creative and progressive ways of harnessing academic, particularly if we were to 

contribute to the goals of sustainability goals.

While the popularisation of the term sustainability is a positive 

development, its fundamental values should be constantly reiterated, which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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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mentor Plumwood’s word (2008), “to restore place honesty”, which allows us 

“to recognise the reality of multiple relationships to place but insist that they be 

reshaped as meaningful and responsible”. 

Regarding knowledge hierarch, briefly mentioned in the context of 

folklore, we need to build dialogical bridges between different knowledge 

systems: between ecological sciences and the humanities, between Western 

and other knowledge systems” (Rose, 2015, p. 1), respecting the basic principle 

that “land is the law; and you are not alone in the world, which is a “practice of 

connectivity” (Rose, 2015, p. 4). This implies that all living things, including 

humanity, must submit to the laws of the living world, where “one knows how 

to look after things so that one can fulfil one’s role in life… Web of life is a web 

of mutual inter-dependencies and respect, which is in essence the earth” (Rose, 

2015, p. 5), and the sense of connectivity and reciprocity. Maintaining inter-

dependencies through stories, prayers, senses, gratitude, and care may be what 

sustainability looks like. Our capacities to foster such uniting practices supports 

weaving together the diverse elements addressed through SDGs, ensuring that 

we “leave no-one beh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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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 Bandt) 2007. ABC Radio National Poetica http://www.abc.net.au/rn/radioeye/
stories/2007/2022688.htm

들어가며 

2002년에 독립을 한 동티모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신생국가이다. 

소순다열도에 속하는 동티모르는 호주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위치하며, 국토 면

적이 약 14,874 제곱킬로미터이며, 그중 706 킬로미터가 해안으로 구성 되어있

다. 동티모르 인구 118만명 중 70%가 시골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과 어업

을 생업으로 삼아 자급하고 있다. 

사진 1. 동티모르의 행정지도 (출처: UNESCO 2012)

해안 생태계 회복력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동티모르 지역주민의 문화양식 사례를 중심으로

시니키네쉬 베이옌 짐마 

유엔환경계획 지역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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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모르 인구의 2/3 가 해발 500미터 해안지대와 저지대에 사는 것으로 추정된

다 (UNDP, 2016). 동티모르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과 재난, 예를 들어 해수면 

상승, 범람, 침식, 염수침입, 폭풍, 한발 등에 매우 취약하다. 게다가 울퉁불퉁한 

지형은 기후위기 취약성을 더 악화시킨다. 자연자원에 매우 의존하는 동티모르 

사람들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뿐 아니라 가난과 자원의 무분별한 사용에 노출되

어있다. 산업을 다양화하고 수산자원 의존을 감소시키는 것은 동티모르의 장기적

인 발전과 해안공동체의 회복력을 확보하는 핵심 선결요건이다. 이 요건은 현재 

존재하는 거대한 잠재력과 기회를 통해 비추출적인 자연자원 사용, 수산양식, 담

수산업과 농업근대화 같은 토지기반 활동을 개발한다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회복력있는 공동체란?

하나의 공동체가 자연적으로 또는 인류 유전적으로 유발된 재난과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제도·경제·사회·정치·문화·생태적 역량과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공동체는 회복력이 있다. 회복력있는 공동체가 가지는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사람들과 공동체의 보건 및 복지 

• 생태계 다양성과 풍부함, 경제적 기반; 공동체 내 기술, 지식, 관

습, 인식, 전통, 의견을 보유 

•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 강력한 사회적 자본과 높은 상호연관성, 높

은 공동체 활동 참여도, 공정·평등·포용성의 가치가 공동체생활

과 구조적 제도 안에 내재됨

• 습지·삼림·야생동물·하천·대양 등의 생태계가 생명을 지탱해주

며, 공동체를 보호할 뿐 아니라 깨끗한 물, 공기, 음식, 의료 서비

스 및 문화, 사회적 서비스 제공됨 

• 신뢰할 만한 공동체 자산, 사회기반체계 및 서비스 가용성 

• 형식적-비형식적 거버넌스 체계와 강력한 제도  

• 공동체 참여와 높은 수준의 개인-공동체 개입

• 행동의 결과나 영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구성원들에게 부여하고, 과거의 행동과 다른 공동체로부터 배우

고 이 배움을 역경과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는 피드백 체계 보유 

생태계와 공동체의 회복력에 있어서의 도전과제 (회복력을 늦추는)  

• 빠른 인구 증가

• 기후변화

• 서식지 파괴 

• 폐기물 관리 및 교통 등 공해 유발  

• 식량(동물성 단백질) 수요 증가와 식량공급망 변화

• 지속불가능한 농업 증가 

• 야생동물 소비 및 착취 증가 

• 도시화, 토지사용 변화 및 추출 산업 등에 의해 가속화된 지속불

가능한 자연자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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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파괴와 기후변화로 드러난 결과  

• 전 세계적으로 가뭄, 홍수, 사이클론, 태풍, 산사태 등의 국가, 지

역, 국제적 차원의 재난이 빈번해지고 다양해짐

• 인간, 동물, 농작물의 질병 발발 

• 인간 및 동물의 거주지 박탈과 대규모 이주

• 종(種)의 멸종 

• 자연자원(토지, 대양, 바다, 생태계 등)의 생산성 상실/감소 

• 빈곤

• 분쟁

인간과 생태계 보건: 위에 언급된 요소들은 인간과 생태계 회복력에 심각한 영

향을 미쳤으며 인수공통 질병의 발발과 같은 글로벌 위기를 유발하였다. 인수공

통전염병은 동물과 인간 사이를 오가며 전염을 일으키는 질병의 형태이다. 코로

나바이러스는 그런 인수공통전염병의 하나이며, 전세계 인류의 보건, 사회, 경제

에 엄청난 피해를 일으켰다. 이미 알려진 인간의 감염병의 60%, 그리고 에볼라, 

사스, 지카바이러스, 조류독감 등 새롭게 출현하는 감염병의 75%가 인수공통전

염병이다(UNEP, 2020). 급격한 인구증가와 그 결과 초래된 인간·동물·환경 사

이 상호작용의 증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인수공통전염병을 유발하고 있

다(UNEP, 2020). 여러 종을 착취하고 자연 서식지를 파괴해가면서 인간은 질병

의 궤도에 더 밀접하게 접촉하게 되었고, 질병은 인간사회에 더 쉽게 전파되고 

있다. 인수공통전염병의 추진력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과 전략과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핵심 분야는 다음과 같다: 

• 공중보건 개입에 투자 

• 토지와 생태계 건강 복원 

• 기후변화 영향력 감소를 위한 공동 행동 

• 지속가능한 농사와 생산활동 진흥   

• 야생생물의 과도한 활용 중단 

• 이해관계자와 파트너 사이의 조정과 협력  

동티모르의 생태계와 공동체 회복력 구축 

공동체 역량부여와 참여: 토착민 지식과 관습의 역할: 타라 반두(Tara-bandu): 

동티모르 전통적인 자연보전 관습

동티모르에는 공동체와 자연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발전시킨 공동체 특유의 관

습이 많이 있다. 타라 반두가 그 중 하나로, 공공의 동의를 통해 자연(환경)보호

뿐 아니라 평화와 화해를 집행하는 전통적인 의식이다(AUSAID, 2014). 타라 반

두는 전통적인 사회 규약으로, 갈등해결, 자원 사용, 자연보전과 보호를 포함한 

지역규칙과 조약을 세울 때에 사용된다(유네스코, 2011). 아울러, 타라 반두는 

동티모르의 토지보유권에 중심요소가 되는 관습법으로서, 수세기 동안 지속가능

하고 평등한 자연자원관리에 기여해온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AUSAID 2014). 협

의와 전체 공동체의 동의는 타라 반두 규약을 세우고 준수하는데 결정적이다. 공

동체 구성원 전체의 참여와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유네스코,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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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2019년 5월 14일 동티모르 사불리 마을에서 해안 및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열린 
타라반두(Tara-bandu) 의식 (사진: 로니 패티 투피)

타라 반두와 같은 전통관습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공동체의 주인의식과 지

속가능한 자원관리 리더십을 강화하는 기제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최근 몇 년

간 정부와 개발파트너들은 맹그로브 숲과 어종을 비롯하여 무너지고 있는 해안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지방 공동체가 타라 반두를 세워 실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UNDP 2016). 

사진 3.  망그로브와 해안생태계 보호하기 위해 2019년 10월 31일 동티모르 바투가이드 마을에
서 진행중인 타라반두(Tara-bandu) 의식을 참관하는 학생들 (사진: 마리오 베네비데스)

정책 체계 및 제도적 역량  

전례 없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동티모르와 같은 작은 개발도상 도

서국가들은 해안관리와 보호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해안선 보호와 관리에

는 자연, 다양성, 복합성, 풍부성의 이슈가 교차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통합적으

로 접근함으로써 해안지역의 개발과 보존에 장기적인 영향을 담보할 필요가 있

다. 그러므로 해안공동체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분명한 사명과 책임을 가진 핵

심기관들이 통합적인 해안조정 정책, 전략,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지방 공동체에 있는 관습을 진흥하는 해안관리와 조정계획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해안과 해양생태계 관리, 해안 공동체 회복력을 중심에 두는 

블루 이코노미 개발을 총망라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아가, 이 국가를 지원하는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조정은 지속가능한발전목표 달성에 중대한 것이다. 

사진 4.  자연 기반 관리, 에코 시스템 서비스 및 커뮤니티 회복성 간의 관계표 (출처: UNDP T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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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주도 생태계 기반 관리 활동 

동티모르에 자연에 기반한 해안보호관리를 도입하면서 해안생태계와 공동체 회

복력 강화에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맹그로브 숲은 바다와 해안 공동체 

사이를 막아주는 천연 울타리가 된다. 그러나 1940년 이후 동티모르 전체 맹그

로브 지역이 9000헥타르에서 1300 헥타르까지 감소(80%까지) 하였다. 기후변

화로 해수면 상승, 태풍증가, 염수침입, 상류침전물 영향, 목재연료 및 건축을 위

한 벌목, 해안개발과 목초지조성 때문이었다. 해안선과 해안공동체는 기후변화

의 위기에 노출되어있다. 그 결과 해안지역 공동체는 해수면 상승과 고지대발 자

연재해로 인해 기후변화에 특별히 취약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맹그로브와 해안지역 생태계 보호와 복원 대책이 강화되어야는 한편, 

대안적인 생계수단이 강화되어 자원의 과다사용이 주는 압력을 해소하여야 한

다. 아울러, 해안지역 조정을 위한 통합적 접근으로 해안지대 주민과 생산성있

는 토지 보호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적절한 대중인식 향상 프로그

램으로 해안선 보호와 기후변화 조정 및 감소에 해안생태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

다는 점을 주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할 것이다. 그래서 유엔개발

계획(UNDP)은 지구환경기금(GEF)의 기금지원을 받아 “동티모르 지역공동체와 

생업보호를 위한 해안선 회복력 구축” 프로젝트를 설계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2016년 이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심하게 붕괴된 맹그로브와 해안생태계 복원 

및 적절한 해안조정 전략공식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안지역에 있는 취약한 

공동체의 생업활동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UNDP 2016).

사진 5. 동티모르 시빌루 (Sibilu) 마을의 맹그로브 생태계 복원을 위한 청년 캠페인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에 기업참여 진흥 

동티모르와 아태지역 전반에서 기업은 해안자원과 해양자원을 이용하는 주요 사

용자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기업의 일상적인 운영에 생태계 기반 관리 접근

방식을 주류화하여 압력을 감소시키고, 이 중요한 자원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하는데 핵심역할을 하여야 한다(UNEP, 2019). 기업참여를 진흥하

는 메커니즘 중의 하나는 해양과 해안 생태계 보존을 위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

여금을 내고, 생태계가 해준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생태계 서

비스 지불제도(PES: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는 생태계 사용자에게 요

금을 징수하고 생성된 그 수입을 그 생태계 주변에 있는 공동체에 배분하여 생태

계 보전에 동기를 부여하는 인센티브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다. 생태계사용자

는 지역사회부터 지역과 국제사회를 망라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하면 PES를 실행

할 거대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동티모르에서 PES 는 해안과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실행될 수 

있다. PES가 실행될 수 있는 세가지 가능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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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맹그로브 생태계의 생태적-경제적 가치평가 (출처: UNDP 2016)

• 맹그로브 탄소 점수: 맹그로브는 지구상에서 매우 생산성이 높은 생태계이며 

헥타르당 저장할 수 있는 탄소량이 열대우림보다 더 높다고 알려져 있다. 동티

모르에서 맹그로브의 총경제적 가치는 5,510만 달러로 추정되며, 이 추정치에

는 맹그로브가 가진 보호 기능, 침전물 하중 규제, 해로운 영양물 흡수와 분해, 

보전가치는 제외되었다. 그러므로 동티모르가 탄소상쇄를 위한 프로젝트를 

개발하도록 지원할 파트너 발굴이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의미있는 맹

그로브 생태계 보존과, 붕괴된 해안자원과 해양자원 복원을 위해 기금을 모금

해줄 파트너가 필요하다. 

• 관광 과세: 동티모르에서는 다양한 생태계와 놀랍도록 아름다운 지형을 볼 수 

있어서 관광부문 투자가 가진 잠재력이 풍부하다. 맹그로브와 해안 생태계는 

주요 관광지들이다. 결과적으로, 이 생태계의 적절한 복원, 에코관광 센터 개

발, 지역사회 공동체의 참여는 소득을 생성하여 생계를 튼튼히 해줄 것이다. 

• 근해 어업 과세: 관광산업처럼 상업적 어업도 맹그로브 숲이 산란터가 되어주

고, 산호초와 해초 생태계를 보호해주는 기능에 매우 의존한다. 근해어업이 맹

그로브 숲에 의존하는 정도는 30~80% 로 추정되는 반면 새우는 100%이다. 

그러므로 상업적 어업회사는 이 맹그로브 생태계 보존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

도록 독려해야 하며, 그 비용은 지속가능한 어류 공급을 유지하도록 선순환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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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imor-Leste is the newest nation in the Asia Pacific region, following restoration 

of its independence in 2002. Timor-Leste is part of the Lesser Sunda Islands, 

which is situated between Australia and Indonesia with an area of approximately 

14,874 square km and coastline of 706km(USAID 2015).  It is home to 1.18 

million people, among which 70% lives in rural areas and depends on subsistence 

agriculture or fisheries for livelihoods (UNDP, 2016). 

Figure 1. Administrative map of Timor-Leste (source UNESCO 2012)

Building Ecosystem and Community Resilience in  
Asia and the Pacific Region, the Role of Indigenous Knowledge

- The Case of Timor Leste

Sinikinesh Beyene Jimma
Regional Coordinator, UNEP

It is estimated that two-thirds of the population live in coastal areas and 

lowlands with an elevation up to 500m above sea level(UNDP 2016).  Timor-

Leste is highly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induced hazards and disasters such 

as sea level rise, inundation, erosion, saltwater intrusion, storm surge, drought, 

and others(UNDP 2017).  In addition, its rugged topography exacerbates 

its vulnerability to climate risks(UNDP 2017). High dependence on natural 

resources makes the people of Timor-Leste exposed to poverty and the effects 

of over-exploitation of resources, as well as to climate change and natural 

disasters. Diversifying livelihoods and reducing reliance on marine resources is 

a key prerequisite for the long-term development and resilience of the coastal 

communities of Timor-Leste. This can be achieved through the existing huge 

protentional and opportunities of the country ranging from non-extractive use 

of natural resources, aquaculture, development of land-based activities such as 

freshwater fisheries and modernization of agriculture. 

What is a Resilient Community? 

A community is resilient when it has institutional, economic, social, political, 

cultural and ecological capabilities and assets that will enable to bounce back 

or cope with naturally or anthropogenically induced disasters and risks. The 

following are some of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a resilient community. 

• Health and well-being of people and communities 

•  Diversity and richness within ecological systems, the economic base; 

skills, knowledge, practices, perspectives, traditions and opinions within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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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social capital and high degree of interconnectedness among 

members of a community, and high levels of participation in community 

affairs, with the values of fairness, equity, and inclusivity embedded in 

community life and institutional structures

•  Complete ecological systems such as (wetlands, forests, wildlife, 

rivers, oceans, etc.) that support life and provide services on which the 

communities depend on for clean water, air, food, medicine, cultural and 

social as well as protection 

•  Availability of reliable essential community asset, infrastructure systems, 

services

•  Formal and informal governance system and strong institutions 

•  Community participation and high degree of individual and community 

interventions

•  Feedback systems that provide the ability to quickly identify and 

understand the consequences of actions, or impacts, and the ability to 

learn from past actions and other communities, and to successfully apply 

this learning toward adaption to changes and adversities.

Challenges of Ecosystem and Community Resilience 

•  High population growth

•  Climate change

•  Habitat degradation 

•  Pollution including, poor waste management, transportation, etc. 

•  Increasing demand for food (animal protein) and changes in food supply 

chains

•  Unsustainable agricultural intensification

•  Increased use and exploitation of wildlife

•  Unsustainable utilization of natural resources accelerated by 

urbanization, land use change and extractive industries

Consequences of Environment Degradation and Climate Change

•  The world is facing more frequent and diverse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scale disasters, including drought, flooding, cyclones, storm, 

landslides, 

•  Human, animals and crops disease outbreak 

•  Massive humans and animals' migration, displacement 

•  Extinction of species 

•  Loss/ reduction of productivity of natural resources( land, ocean, sea, 

ecosystem, etc.)

•  Poverty 

•  Conflict

Human and Ecosystem Health: the above factors have seriously affected 

the human and ecosystem resilience and caused global crisis such as the outbreak 

of zoonotic diseases.  Zoonotic is a type of disease that transmits between animals 

and humans(UNEP 2020). COVID-19 is one of such zoonotic diseases that has 

caused huge damage to human health, societies and economies across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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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lready know that 60% of known infectious diseases in humans and 75% of 

all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are zoonotic including Ebola, SARS, the Zika 

virus and bird flu, etc.(UNEP 2020).  High world population growth and the 

resulting increasing interactions between humans, animals and the environment 

are causing the occurrence of zoonotic disease more than ever before(UNEP 

2020). As humans exploiting different species and destroying natural habitats, 

they became in close contact with disease vectors through which the disease can 

easily transmit to the population. Understanding the drivers of zoonotic disease 

outbreak is essential to design and implement effective programmes, strategies 

and policies responses focusing on the following key areas

•  Invest in public health interventions

•  Restore land and ecosystem health

•  Joint action to reduce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 and farming  

•  End over-exploitation of wildlife

•  Coordination and collaboration among stockholders and partners 

Building Ecosystem and Community Resilience in Timor Leste

I.  Community empowerment and engagement: The role of indigenous 
knowledge and Practices: Tara-bandu: traditional nature conservation 
practice in Timor Leste

In Timor Leste there are many customary practises owned by local communities 

that have developed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communities and nature. 

Tara-bandu is one of the traditional ceremonies being practiced enforcing peace 

and reconciliation as well as nature(environment) protection through public 

agreements (AUSAID 2014). Tara-bandu is type of traditional Timorese social 

code used to establish local rules and conventions, including conflict resolution, 

resource use and nature conservation and protection (UNESCO 2011). In 

addition, tara-bandu customary law is a central element to land tenure issues 

in Timor-Leste that has been perceived to have contributed to sustainable and 

equitable natural resource management for centuries (AUSAID 2014). The 

consultation and full community agreement are critical for the establishment and 

observation of tara-bandu codes which demand the consent and participation of 

the whole community members (UNESCO 2011).   

Figure 2.  Tara-bandu ceremony in Sabuli village, Timor Leste on 14 May 2019 to protect and 
conserve  coastal and marine ecosystem (photo credit: Roni Pati Tpoi)

The recognition and support to traditional customs such as tara-bandu is 

one of the mechanisms to strengthen community ownership and leadership on 

sustainable resources management.  Accordingly, in recent years government 

and development partners are supporting the local community to establish and 

implement tara-bandu to restore the degraded coastal ecosystem including 

mangroves, fish species and others (UNDP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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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choll Children observing Tara-bandu ceremony in Batugade village, Timor Leste to protect 
mangrove and coastal ecosystem 31 October 2019 (Photo credit: Mario Benevides)

Policy Framework and institutional Capacity 

In the context of unprecedented impacts of climate change, coastal management 

and protection should be one of the priority areas in small developing island 

states like Timor Leste. The cross-sectoral nature, diversity, complexity 

and richness of shoreline protection and coastal management enforces the 

need for an integrated approach to ensure positive long-term impacts to 

the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of the coastal areas(UNDP 2017). Thus,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n integrated coastal adaptation policy, 

strategy and programmes based on the priorities of the coastal community 

with clear mandate and responsibilities of the key sectors is crucial. This will 

encompass the development of blue economy that puts sustainable management 

of coastal and marine ecosystem,  coastal community resilience as well as 

shoreline management and adaptation plans that promote local community 

customary practices at its center. Moreover, the collaboration and coordination 

of stakeholders in supporting the country is vital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igure 4.  Systemic relationship between nature-based management, ecosystem services and 
community resilience (source: adopted from UNDP TL 2017)

Community Led Ecosystem Based Management initiatives

Introduction of nature-based management to coastal protection has a greater 

result in strengthening the resilience of coastal ecosystem and communities in 

Timor Leste. Mangrove forests would offer a natural barrier between the sea and 

coastal communities. However, since 1940 the total mangrove area of Timor-

Leste has reduced significantly (~80%) from 9,000 to ~1,300ha due to both 

climate and non-climate factors, including sea level rise, increased storm, salt 

water intrusion, upstream sediment impacts, cutting and felling for fuel wood 

and building materials, coastal development and animal grazing; leaving the 

shoreline and coastal communities exposed to risks of climate change(Alongi 

2013).  As a result, the coastal communities are especially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due to both, sea level rise and natural hazards originating from upland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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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Youth campaign to restoring mangrove ecosystem in Sibilu village, Timor Leste(Photo 
credit UNDP 2017)

Consequently, mangroves and coastal wetlands ecosystem protection 

and restoration interventions should be strengthened while enhancing 

alternative livelihoods options for community in order to reduce stress from 

over exploitation of resources. In addition, integrated approaches to coastal 

adaptation will contribute to protection of coastal populations and productive 

lands. Moreover, appropriate public awareness raising programme on the 

important role of coastal ecosystems in shoreline protection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mitigation needs to be an integral part of initiatives. 

Consequently, UNDP with the funding support of the Global Environmental 

Facility(GEF) has designed a project entitled “Building shoreline resilience 

of Timor-Leste to protect local communities and their livelihoods” which is 

under implementation since 2016(UNDP 2016). The project is supporting the 

restoration of highly degraded mangrove and coastal ecosystem, appropriate 

coastal adaptation strategy formulation and improve livelihoods of the coastal 

vulnerable communities(UNDP 2016).

Promote Private Sector Engagement in Sustainable Management of 

Resources 

The private sector is one of the major users of the coastal and marine resources 

in Timor Leste and in Asia and the Pacific region in general. Thus, the sector 

should play a key role in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tilization of these 

critical resources through stress reduction by mainstreaming ecosystem-based 

management approaches in their daily business operations (UNEP 2019). One 

of the mechanisms to promote the engagement of the private sector is through 

voluntary contribution to the conservation of marine and coastal ecosystem 

and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PES). PES involves charging fee ecosystem 

users and distributing the revenue generated to communities in the proximity of 

the ecosystem as a way of incentivising them to conserve that ecosystem (UNDP 

2016). As ecosystem users encompasses a wide spectrum of users from local to 

regional and international, it presents huge opportunity to implement PES. 

Figure 6. Ecological and economic valuation of mangrove ecosystem(source: UNDP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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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imor-Leste PES can be implemented as an important conservation 

tool for coastal and marine ecosystems conservation.  There are three main 

feasible ways through which the PES can be implemented; 

a)  Mangrove carbon credits: mangroves are some of the highly productive 

ecosystems in the planet and are known to store carbon more than the 

tropical rainforest by hectare (Alongi 2013). In Timor Leste the total 

economic value of the mangrove is estimated at $55.1Million and this 

value excludes functions such as protective functions, sedimentation 

loads regulation, absorbing and breaking down harmful nutrients 

and the non-use values(USAID 2015). Therefore, developing partners 

need to support the country in developing a project for carbon offset 

and mobilize fund for the conservation of the mangrove ecosystem 

and restoration of the degraded coastal and marine resources that will 

significantly contributes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b)  Tourism levy: Timor Leste has diverse ecosystem and stunning 

topography that have rich protentional for tourism sector investment. 

Mangroves and the coastal ecosystem are among the major tourist 

attractions in the country. As a result, proper restoration of this 

ecosystem, developing ecotourism centers and enhancing local 

communities’ involvement will support income generation that 

strengthen their livelihoods. 

c)  offshore fishing levy: like the tourism industry, commercial fishing is 

highly dependent on mangroves as spawning grounds, protecting the 

coral reefs and sea grass ecosystem. It is estimated that offshore fishing 

dependence ratio to the mangroves is between 30-80% whilst for shrimp 

is 100% (AUSAID 2014). Thus, commercial fishing companies need to be 

motivated to pay for the conservation of this critical mangrove ecosystem 

which in turn supports sustainable supply of fish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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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단어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상호 

연관성과 상호의존성, 가장 건강한 생물학적 체계에서 다양성의 중요성, 그리고 

보존에 대한 세부적인 과학적 사고의 확대 등의 문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생태학

적 은유법의 사용이 증가하는 데 기여했다. 문화 분야에서 일하는 우리는 "문화

적 지속가능성"이라는 말을 포함해서 유용한 언어와 설득력 있는 은유적 표현을 

찾아내 왔다.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 생물학 분야의 노력 속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개념이 널리 알려지게 되자, 제프 토드 티튼(Jeff Todd Titon)은 

2006년 음악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을 공개적으로 옹호하기 시작

했다. 그는 2009년에 처음 이 개념에 대해 발표하면서 민속학자들과 민족음악학

자들이 보존 생물학의 4대 주요 원칙인 다양성, 성장의 한계, 상호연결성, 그리

고 보호관리(Titon 2009)를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

했다. 2010년, 가우처대학(Goucher College)은 문화 지속가능성 프로그램에 석

사과정을 개설했는데, 이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2012년에 로리 터너(Rory 

Turner)는 미국 민속학회의 연례 회의에서 이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스미스

소니언 민속문화유산센터는 문화적 지속가능성을 2014년 민속센터 전략계획의 

우선 시책으로 정했으며 그에 따라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수립했다. 

*  본 원고는 Journal of American Folklore에 실린 마이클 메이슨과 로리 터너가 공동집필한 논문

을 일부 번역한 내용입니다. 원문출처: Mason, Michael Atwood, and Rory Turner. "Cultural 

Sustainability: A Framework for Relationships, Understanding, and Action." The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133, no. 527 (2020): 81-105. 

특별강연 2

무형문화유산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동체의 과제

마이클 메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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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산타바바라 소재 캘리포니아 대학은 "문화적 지속가능성"에 관한 학제 

간 소회의를 개최하였다. "보존(conservation)"과 "보전(preservation)"에 관한 

오랜 담론 속에서 이 새로운 용어는 민속학의 교육과정으로 자리 잡았으며 큰 주

목을 받았다.

문화적 지속가능성은 윤리적 학문에 대한 요구와 행동주의에서 비롯된 연구와 

실천 분야를 일컫는 것이며, 변화하는 불확실한 세계에서 문화 활동의 어려움

과 그 필요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개념이다. 문화나 지속가능성은 분명하거

나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이 단어는 일종의 핵심어(Williams 1976)로서, 학자들

이나 전통 보유자들에 의한 문화 생산과 실행 속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에 따

라 의미가 달라지는 이론의 여지가 있는 개념이다. 문화와 지속가능성을 하나로 

묶으면 대화와 행동이 촉발되고, 학문과 의제를 아우르는 연구와 실천 공동체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된다.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다양성

이 존재론적 의무, 즉 더 넓은 생태계 및 다른 사람들과 윤리적 균형 속에서 상호

연결된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을 중심으로 끈끈하게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열망을 이루려면 개인과 공동체가 그들 자신의 문화적 

관습과 표현을 형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들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틀을 제공

해야 한다.

문화적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는, 케네스 버크(Kenneth Burke)의 말(1973)을 

빌리자면, 시공을 초월하여 "생활도구"였던 사상과 관습의 형태로 지속하여온 것

들, 즉 전통에 대한 우려를 수반한다. 세계가 변화함에 따라 -폭력과 지배 또는 

개발과 경제성장을 통해 -기술과 가치도 변화하고, 전통 역시 끊임없이 그리고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문화적 지속가능성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러한 변화가 진행되는 것을 막으려는 어리석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스스

로 결정한 문화적 표현과 문화생산의 실현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젝트를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랄만한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다. 로

버트 바론(Robert Barron)이 지적했듯이, 문화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과 자

기표현의 목표는 공동체 구성원, NGO, 정부 관계자 등 다양한 행위 주체들 간의 

복잡한 협의 과정을 통해 (2016) 도출된다. "공공 민속학은 유산에 대한 개입이 

필연적으로 힘의 비대칭성을 수반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공동체가 그들 나름

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문화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법을 개발하여 이러한 

불균형을 완화하고 감소시키려 한다 (Baron 2016:588)." 현대 정치 경제 구조의 

많은 이점과 기술적 혜택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회, 환경, 그리고 심지어 지구마

저도 취약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세계에서는 현장과 실천에 대한 요구로서 문화

와 지속가능성의 결합을 고려해야 할 여지가 있으며, 여기서 우리는 일부 이전 

사례와 선행연구, 지표와 예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민속학과 민속생활은 이러한 노력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왜

냐하면, 민속학자들이 윤리적 협력과 문화 과정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지역사

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열정적으로 헌신해왔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의 수많

은 토착적 관습은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지속되지도 않는 사회경제적 생활방식에 

대한 대안을 약속하고 있다.

선행사례와 선행 연구

민속학과 관련된 학문적 노력은 문화적 지속성과 변화 간의 역학적 긴장을 근

본적인 연구주제의 하나로 삼아왔다. 1888년, 한 권위 있는 학술지 창간호에

는 학술지 발간의 사명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미국 민속의 수집”이라고 명시

하였다.(“미국 민속학지의 현장과 활동에 관하여(On the Field and Work of a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1888) 이 학회의 초기 회원들은 변화가 급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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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어나고 있는 문화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예를 들면 영국 발라

드와 그 외 다른 전통,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원주민의 민속, 그리고 프랑스계 캐

나다인과 멕시코 이민자들의 지역문화 등이다. 거의 100년이 지나서야 델 하임

즈(Dell Hymes)는 “우리는 이 변화하고 있는 세계에서 어떻게 전통을 이어나갈 

것인가?”라는 그 유명한 질문을 던진다(1975). 곧이어 바레 톨큰(Barre Toelken)

은 전통이 “스스로의 생명력을 보여주거나 그 생명력을 보여주기 위해 변화하거

나, 혹은 소멸하는” 선택적 과정에 대해 학생들에게 강의했다(1979:39). 시간이 

흐르면서 학문적 관심은 민속 개별 종목의 기록에서 다소 멀어져 문화 보존이라

는 문제로 옮겨갔다. 민속학자, 민족음악학자 그리고 다른 문화 종사자의 다양한 

지적 경향은 문화 지속가능성의 담론에 대해 알려주고 이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흘러왔다. 다음에서 우리는 그 지적 영감을 주는 주요 선행 연구에 대해 개략적

으로 설명하겠다.

무엇이 문화보전과 관련된 이전의 개념들과 문화적 지속가능성을 구분하는

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1966년 국가역사보존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이 통과된 이후 전통문화표현 분야에서 활동하던 학

자들은 지속적으로 보존(preservation)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1980년대와 90

년대 무렵에도 “문화 보전(cultural conservation)”이라는 말이 담론을 지배했

다. 오몬드 루미스(Ormond Loomis)는 미국 의회가 미국민속생활센터에 정부

정책과 실제적 필요성을 상세히 기술한 미국 유산의 무형적 측면 보호에 관한 보

고서를 요청하자 “문화 보전: 미국의 문화유산 보호(1983)” 보고서를 제출하였

다. 버트 펜투치(Burt Feintuch)는 이러한 노력들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과 충

분한 정보를 갖춘 적절한 개입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어 한 권의 책으로 편집

하였다(1988). 사실상, 데이비드 휘스넌트(David Whisnant)는 이미 “ All That 

Is Native and Fine”(1983)에서 문화적 개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개입

은 개인 혹은 한 기관이 의식적, 실제적으로 문화적 변화를 가져올 의도를 가지

고 사회적 환경 속에서 행동할 때 시작된다”라고 하였다(Hansen 1999:36). “개

입자”는 그러한 변화를 긍정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더욱 수동적 혹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Hansen 1999:36). 위스넌트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센은 이

러한 개입의 중요성과 보편성을 민속학자들 간의 이론적 대화를 풍부하게 하는 

하나의 메카니즘이라고 주장했다. 즉, “공공 민속학자들의 연구는 모든 민속학

자가 문화적 개입에 연관되어 있으며 이론 구축에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

속학자는 민속연구와 발표에서 핵심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거나 재조명하는 이

론적 렌즈 없이는 활동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1999:42). 로버트 바론과 닉 스

피쳐(Nick Spitzer)는 자신들이 편집한 “공공 민속학”에서 이 연구의 지적 기원

을 정립하고 이론적 가정을 명확히 밝혀 그 운용에 관한 비판적 전망을 개진하고

자 했다(1992). 메리 허포드(Mary Hufford)는 자신이 편집한 콜렉션을 통해 당

시 상세히 규명되었던 핵심 사안의 일부, 특히 전략적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오

해의 소지가 있는 자연, 건축, 무형의 유산 분류를 비판하였다(1994). 1980년대 

이래 공공 민속학자들은 대리인, 발언권, 대표성, 문화적 소유권과 전용의 윤리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면서 그들의 관습, 전문적인 토론, 글쓰기를 

통해 자신들의 개입을 이론화하였다(Baron 2010). 따라서 문화보존은 문화적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개입의 범위에 초점을 맞추었다. 공

공 민속학자는 그들의 임무가 문화적 협력관계를 통해 가장 잘 기능했다는 사실

을 점차 인식하게 되면서, 방법론, 윤리 그리고 주제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

하였다 (Hufford 1994).

일찍이 1970년대 무렵, 일부 공공 기관들은 “문화유산”이라는 담론에 초점을 맞

춘 새로운 표현을 중심으로 결집하였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 중요

한 문화유적지를 보존하기 위한 유네스코의 광범위한 노력 이후, 이 국제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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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비물질적 측면으로 관심을 돌렸다. 2003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

약은 물리적 유적지가 엄청난 관심을 받는다는 인식에서 등장했지만 무형문화유

산 역시 여전히 특정 문화표현이나 문화표현의 장르를 목록화하고 인정하는 종

목 중심의 접근법을 취한다. 가장 상상력이 부족한 표현일지라도 이러한 접근법

은 정부가 무형문화유산 목록을 작성하려함에 따라 끝없는 목록 작성으로 끝이 

나고 말았다(Titon 2009). 정치적 관심을 둘러싼 수많은 비판을 터놓고 할 수 있

는 이 연구에서 정부는 주요한 행위 주체로 남는다. 무엇을 그리고 왜 보호할 것

인지 누가 선택하는가? 이 보호는 어떻게 운용되는가? 협약에서 인정하는 수많

은 보호 형식 중 어느 것이 특정 공동체 그리고 특정 시기에 가장 적절하고 효과

적일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새롭지는 않지만(많은 사례연구의 경우, Foster 와 

Gilman 2015 참조)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한다. 문화적 지속가능성은 “유

산”이라 이름 붙여질지 모르는 어떤 것을 만들어 내는 데에는 초점을 덜 맞추는 

대신 문화생산자, 그들이 지원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 내에서 혹은 그 

범위를 넘어선 문화 종사자들 간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에 더 관여한다. 문화적 

지속가능성은 현재에 있는 과거의 존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문화적 예술 형

식을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과정의 좌표가 되어 줄 자신들의 최고의 관심사와 문

화적 가치를 찾는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지역 주체들의 목표와 방식을 특히 

중시한다. 따라서 우리 생각에 문화적 지속가능성은 새로운 맥락에 구체적인 문

화 전략 혹은 모범사례 기획의 기술적 적용을 포함할 수 있으며 그것을 능가할 

수도 있다. 

응용 민족음악학과 현재 진행 중인 민속학과의 대화에서는 “지속가능성”이라

는 용어와 문화적 개입을 알려주는 그 용어의 의미를 사용하여 토의를 시작했

다. 수많은 저자 역시 문화적 혹은 사회적 개입이 공공 민속학에서 중요한, 나아

가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Jones 1994; Proschan 1992) 다

니엘 쉬(Daniel Sheehy)의 네 가지 응용 민족음악학 전략은 1992년 그의 초기 

논문 이래 이어져 온 수많은 연구에 영향을 주었다. 네 가지 전략은 “(1) 음악공

연을 위한 새로운 ‘틀’ 개발, (2) 음악적 모델을 그것을 창출해낸 공동체에 되돌

려주기, (3) 공동체 구성원에게 전략적 모델과 보존 기법에 접근할 수 있게 하기, 

(4)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해결책 개발하기“ 이다(Sheehy 

1992:330-1). 이러한 원칙은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명

확한 목표를 지니고(324) 음악제작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가리킨다(335). 티

튼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그의 초기 논문에서 음악 공동체 내부인과의 협력을 통

해 음악문화 그 자체를 이롭게 하는 개입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었다는 점에 주목

해야 한다(Titon 2009). 휩 쉬퍼스(Huib Schipers)와 캐더린 그랜트(Catherine 

Grant)는 공동연구자들과 함께 5가지의 분석 영역과 특정 음악관습의 지속가능

성에 영향을 미치는 40가지의 “힘”을 확인하고, 이 생각을 좀 더 구체적인 새로

운 단계로 발전시켰다(2016:333-50). 음악의 실존적인 힘을 변형시키는 재맥락

화의 위험에 대한 티튼의 이해는 문화적 지속가능성의 개입에 대한 방법론적 민

감성을 형성하는 데에 특히 중요하다. 그는 올드 레귤러 침례교회(Old Regular 

Baptist Church)의 협력자들로부터 힌트를 얻어 그들의 관습의 문화적, 정신적 

활동의 은밀한 주요 세부 사항을 알게 되면서, 우리에게 깊은 민족지학적 참여 

없이는 접근하기 매우 어려운 체험적 차원의 문화적 참여를 고려할 것을 다시 한

번 알려준다. 

이와 더불어, 또 다른 일단의 학자들은 상호연구의 불분명한 개념을 점차 발전

시켜왔으며 그 연구의 대부분은 박물관에서 이루어졌다. 일레인 로리스(Elaine 

Lawless)는 상호 민족지학의 개념을 “지식의 습득과 공유를 위한 협력 과정”으

로서 연구했다(1991:56). 여기서 대표되는 사람들은 대표가 되는 방식에 직접 

참여한다. 원주민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에서 새로운 긴급성을 띤 이 연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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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공동체와 관련된 콜렉션을 지닌 기관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외부 사람들의 

연구 노력의 특징인 근본적인 힘의 불균형을 다루기 위해 가장 직접적으로 시도

했다(Ames 1992). 박물관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중요한 반응을 공식화했다. 그

리고 “공동 박물관 연구는 공동체가 연구 질문을 만들어 내는 데에 주요한 발언

권을 가져야 하며 생산된 새로운 지식으로부터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믿음에 기

초한다(Rowley 2013:23). 이러한 노력은 박물관(Karp, Kreamer, and Levine 

1992)과 민속축제(Cadaval, Kim, and N’Diaye 2016에서 참조)에서 공동체의 

표현에 대한 선행연구에 기초하지만, 여기에서 노력은 연구 질문이 만들어지고 

그 해답을 추구하는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특정 수준의 통제를 포기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과정과 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Rowley 2013). 

무엇이 중요한 연구 성과물인지에 대한 문제도 표면화된다. 인문학자들이 학계 

내에서 이러한 문제를 갖고 고심했듯이, 린다 투이와이 스미스(Linda Tuhiwai 

Smith, 1999)와 같은 학자들은 연구방법과 성과는 모두 공동체와의 협력 속에서 

발전할 때 변화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 이 모든 연구는 기념행사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특정한 예술적 표현 혹은 심지어 집단의 가치화를 넘어서는 것이

다. 오히려 이런 연구는 연구 과정과 성과를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전통 

보유자와 문화 활동가들과의 협력과 협업에 중점을 둔다. 그러면 변화된 환경은 

우리의 이해와 지역의 문화 수호자들이 수행하는 보존관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해당 공동체의 행복 증진에 대한 기여를 약속한다. 

문화학자와 문화를 형성하는 사회적 토대 간의 권력의 역학 관계에 대한 이러

한 숙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Noyes 2016c) 저자들은 오랫동안 사회 정의 민

속학의 문화적 실천을 발전시켜왔다. 민속학, 응용 민족음악학 그리고 무형문

화유산 분야의 수많은 실천가들은 같은 집단을 옹호하는 인식을 민속을 육성하

고 지속하는 사회단체와의 친분으로 이해하는 철학을 지지한다. 문화 기록과 표

현은 종종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기회를 만들기도 한다(Murphy 2015). 또

한 데보라 코디쉬(Debora Kodish)가 그녀의 대단히 중요한 저서인 “Cultivating 

Folk Arts and Social Change”에서 썼듯이 민속예술과 사회변화의 교차점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는 종종 예술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사회적 변화 차원을 표면

화하며 때로는 사회적 변화 측면에서 접근하여 표현적 차원을 드러내기도 한다

(2013:443). 상호연구와 마찬가지로 사회 정의 민속은 권위의 문제를 탐구한다. 

하지만 이는 또한 진정성, 장소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공유하기 위해 생각하고 

만들어 낸, 지역적 정보에 입각한 방식을 검토한다(Kodish 2011, 2013). 코디쉬

는 민속학의 훌륭한 기본적 관행의 하나로서 현장연구의 한 형태인 “밀접한 연

구”를 강조한다. 이는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한 배움에 관심을 갖

고 중요한 것을 마음에 담아두는 습관이다(2013:436). 이 말은 가우처 대학의 문

화 지속가능성 프로그램의 석사과정에서도 반복된다. 여기서 통합적 행동주의는 

가장 관심을 두는 문화 속에서 긍정적이고 공동체 주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

을 갖추게 될 것을 학생들에게 약속한다. 문화적 지속가능성과 마찬가지로 사회 

정의 민속은 사회적 삶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분석적 도구 키

트와 사회참여 관행으로 분명하게 정의된다. 

수행이론은 문화 지속가능성 연구에 정보를 주는 풍부한 지적 참고자료를 제공한

다. 인간과 특정 주체의 관심을 강조하는 수행이론은 사람들이 문화를 가지고 어

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상세하고 미묘한 차이가 있는 방식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Austin [1962] 1975). 과정, 실천 그리고 의도의 문제가 대

두된다. 문화 분석가들은 의식의 연구에서 의식화로, 그리고 맥락에서 맥락화로 

옮겨갔다. 이러한 언어적, 지적 변화와 더불어 우리는 사회생활에서 인간 행위와 

전략의 중심성을 강조한다. 수행이론은 사람들과의 소통 연구에 대한 중요한 관

심을 끌어낸다. 그것은 우리에게 맥락, 구체적 의미, 행위 주체가 관련된 의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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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그들의 소통적 행동의 영향을 탐구하는 교육적인 수단을 제공한다. 그리고 

문화와 문화의 실행이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상황에 적절한 도구를 제공하는 ‘생

활 장치’라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 공유하는 상징적 자원의 맥락에서 사람들은 선

택을 하고 특정 역사를 강조하고 어떤 관계는 경시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들의 세계를 보여주고 재구성하고자 한다(Bauman and Briggs 1990:60). 수행 

접근법은 우리에게 사회적, 문화적 삶의 실존적 측면을 탐구하고 어떻게 개인과 

공동체가 상황적으로 그리고 상호주관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며, 시공간을 초월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질문할 수 있는 힘을 준다(Jackson 2017:101).

무형문화유산을 넘어 문화정책계로부터 나오는 다른 목소리는 문화적 지속가

능성에 대한 대화를 풍부하게 한다. 존 호크스(Jon Hawkesm)는 “The Fourth 

Pillar of Sustainability (2001)”에서 도시환경에서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정책

적 논의는 예술 정책에서의 협의의 공식적 표현을 넘어서는 문화적 이해를 필

요로 한다고 주장하면서 도시계획 관행에서 풀뿌리 문화와 더욱 폭넓은 협력

과 상호성의 고려에 대한 토대를 놓았다. 그레이브스(Graves)의 문화 민주주의

는 “공동체가 자신들의 문화를 활력넘치고 의미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2005:1)”라는 질문을 던진다. “Cultural Vitality in Communities: 

Interpretation and Indicators”라는 제목의 도시 연구소의 중요한 연구 보고

서는 지역발전의 토대로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탐구한다(Jackson, Kabwasa-

Green, and Herranz 2006). 문화적 생명력을 탐구하기 위한 수많은 선행시도에

서 출발한 이 보고서는 공동체가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원한 문화적 자산과 

활동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공동체의 정의를 토대로 작

성되었다. 마찬가지로 빌 아이비(Bill Ivey)는 연구자들이 새로운 형태의 표현적 

삶을 연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기술이 문화적 참여를 확대

하고 활성화했다고 주장한다(2008). 창조적 장소활용은 공동체 참여, 예술, 지역 

기관 그리고 문화적 창조성을 결합하여 특정 위치의 물리적, 사회적 특성을 형성

하는 또 다른 실천 영역을 보여준다. 이러한 종류의 공동체 개발 개입은 공동체 

기반의 예술가와 현존하는 문화 기구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 의제에 유용할 수 있

다. 2011년 캘리포니아 전통예술 연맹(Alliance for California Traditional Arts, 

ACTA)은 공동체의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구를 발표하여 예술 참여와 행복 간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예술 활동가인 알렌 

골드바드(Arlene Goldbard)는 예술과의 새로운 관계는 우리가 더욱 새롭고 지

속가능한 세계를 상상하도록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즉 “이 새로운 세상에서 아

름다움과 의미는 시민사회를 추동하는 힘으로서 제자리를 차지하고, 문화는 우

리가 살기 좋은 미래를 마련하는 방법을 발견하는 실험이다(2013:11)”라고 하였

다. 따라서 “민속과 전통”예술을 포함한 예술을 환경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도전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개발할 수 있는 생산적 공간으로 간주하는 것이 문

화정책의 주요한 추진력으로 떠올랐다.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또 다른 풍부한 의견과 관점을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발

전 영역의 반성적 실천과 연관된다. 1990년대 초, “창조산업”이라는 용어가 광

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여기에는 비공식적인 예술 표현도 포함된다(Moore 

2014). 민속학에서 바바라 커센브랏 김블렛(Barbara Kirshenblatt Gimblett)

은 유산의 생산에서 문화관광과 박물관의 상호 침투를 소비의 한 항목으로 표

현한다(1998). 문화와 경제의 교집합 연구를 개척한 데이비드 쓰로스비는 “문

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능성을 소개했으며, 경제와 문화가 상호작용

하는 전체 시스템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생태학적 모델을 채택할 것을 분명하

게 제안한다 (1995:200). 2000년 유엔의 밀레니엄 개발 목표가 광범위하게 채

택됨에 따라 많은 문화 행위 주체들은 이를 중요한 기회로 인식하였다. 그 목

표는 문화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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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 중 두 개 목표, 즉 빈곤 퇴치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데에 중요

한 전략이 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이미 공정무역 네트워크 활성화와 맞물려 있

었다. 공정무역 네트워크는 1980년대 이후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정한 생계수

단을 제공하기 위해 문화상품의 교류에 참여해왔다(Dragusanu, Giovannucci, 

and Nunn 2014). 얼마 되지 않아 바로 경제발전과 문화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속가능한 문화관광 노력이 나타났다. 유럽 

COST(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연합은 그들의 ‘Investigating 

Cultural Sustainability Research Network’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의 관계 

속에서 문화를 연구했다. 그리고 문화에 대한 학제 간, 유연한 접근법은 지속가

능성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의 통합을 도와주었으며 이는 개발정책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었다(Dessein et al. 2015).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것은 쓰로스

비가 문화자본의 개념을 발전시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에 덧붙여 문화적 

가치를 포함하거나 보유하고 제공하는 자산으로 정의“ (2011:143)한 것이다. 문

화자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그 혜택을 평등하게 배분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판단하는 일련의 원칙에서 핵심 이슈가 된다. 이 원칙은 공

공 민속학자들과 공유하는 가치와 그들의 개입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적 지속가능성의 정의와 그 원칙

공공 민속학, 응용 민족음악학, 상호연구, 사회 정의 민속학, 수행이론, 문화정책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나온 개념은 모두 문화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담론

을 풍부하게 해왔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문화표현의 가치, 생명력에서 공동체

와 개인의 역할, 개입의 어려움과 중요성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뒷받침하는 원칙

에 대한 핵심 개념과 겹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사상적 경향을 살펴봄으로

써 이제 우리는 문화 지속가능성에 대해 과감하게 정의할 수 있다. 문화적 지속가

능성은 관계성을 증진하고 사회문화적 생태계에 대한 지식을 만들어 내고, 특정 

공동체의 생명력과 행복을 증진하며 그들의 삶의 표현적 측면을 존중하는 다양한 

윤리적 개입을 안내하는 생산적이고 상호적인 연구 관행이다.  공공 민속학과 응

용 민족음악학에 대한 현대적 접근법에서, 문화적 지속가능성은 중심적이고 결정

적인 역할을 하지만, 다양한 다른 개입을 포함하고자 하는 학문적 노력이 넘쳐나

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 경제, 환경 그리고 문화적 지속가능성의 상호관련성

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Soini and Birkeland 2014). 우리는 문

화적 지속가능성 노력이 언어 활성화 프로젝트, 특정 문화형식의 회복, 그리고 단

순기술의 이전을 이루어 내는 것을 지켜보았다. 또한 환경 복원, 경제변화, 그리고 

대규모 교육계획이 등장하는 것도 목격해왔다. 따라서 문화적 지속가능성은 지역

적으로 동기를 부여받은 행위 주체와 그들의 협력자들이 의도적으로 개입하여 문

화변화를 이끌어 내는 토대가 되는 지식을 생산하는 사회적 과정을 아우른다. 

우리 생각에, 다양한 선행 연구 사례와 풍부한 지적 영감을 통해 문화적 지속가

능성은 비록 종류라기보다는 정도의 차이일 수는 있지만, 이전의 문화보전 혹은 

보존의 개념적 틀과는 실질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먼저 문화적 지속가능

성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문화적 삶의 생생한 현실에 더 관심을 갖는다. 문화적 

표현과 공동체 삶에 있어서 역동성은 변화에 맞게 진화하는 대응을 요구한다. 문

화적 지속가능성은 종목별 특정 전통적 표현을 “보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전

체 사회와 문화 생태계 그리고 자기 인식적인 문화변화 과정의 길을 찾아가는 현

재의 행위 주체자들에게 관심을 둔다. 이는 상호 연결된 요소들의 거대한 연결망

을 분석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변화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문화

적 지속가능성은 동시대 행위 주체들의 현재 요구와 그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그

려내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차이는 또한 다른 방법론을 통해서도 자명

해진다. 문화 보존에서 민속 조사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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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협약은 특정 형태의 표현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립하였

지만, 문화적 지속가능성은 장기적인 현지 조사에 토대를 두고 오랜 시간에 걸쳐 

사회적 관계를 확장한다. 문화적 지속가능성이 대규모 정책적 개입의 결과를 가

져올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항상 훨씬 맥락적으로 구체적인 지역 활동에 뿌리를 

두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토론을 더 북돋우기 위한 시도로 잠정적인 정의를 제시하지만 어떠한 

한 두 문장으로 문화적 지속가능성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거나 설명하기에 충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문화적 지속가능성을 모든 관심 있는 당사자를 실행자

로 아우르는 개념으로 보고 그 자체가 지식을 생산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여

긴다. 우리의 정의는 대화와 토론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여전히 개념화

와 논쟁을 위한 비옥한 토양이 되고 있는 문화적 지속가능성은 열려있는 이 담론

의 장에 기여한다. 우리의 정의는 의도적 연구와 실천을 위한 잠재성을 강조하

는 조직적인 틀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확인한 민속학과 다른 분

야 학문은 방법에 대한 주요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행동 방향을 정하기 위한 약속

을 담은 근본적인 원칙에 대한 고려를 이끌어낸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제시한 

일부 원칙이 윤리적이고 성공적인 실천에 결정적이라는 점을 특히 중시한다. 레

빈과 쿠퍼(Levin and Cooper) (2010)는 문화 간 연결성을 목표로 한 협력의 핵

심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그리고 그들의 통찰력은 티튼(2009)과 쓰로스비

(2011:145)가 지지하는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보완한다. 이러한 중요한 통찰력

을 바탕으로 우리는 문화적 지속가능성 노력의 계획과 실천을 이끌어 줄 일련의 

기본적인 원칙들을 제시한다.

■  관계의 깊이: 문화적 지속가능성은 강력한 다차원적 업무 관계에 바탕을 둔 긴

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 연구를 통해 협력적 관계가 얼마나 강력하게 구축

될 것인가? 협력관계 구축은 문화적으로 적절한 접근법을 어떻게 포함할 것인

가? 대면 접촉, 문화적 참여 그리고 직접적 협력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 관계가 

형성되는가? 관계는 상호 주체적인 대화와 참여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

것들은 이전의 참여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그들은 어떻게 미래의 노력을 

이끌어낼 것인가? 협력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개입은 어떻게 구상되고, 계

획되며 시행되는가? 협력자들과는 얼마나 자주 정보를 공유하는가? 그들은 구

체적인 전략에 대한 합의를 어떻게 끌어내는가? 새로운 기술은 어떻게 문화적

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연결성을 증진하는 데 활용되는가? 

■  지식 생산 및 교환: 문화적 지속가능성 연구는 미묘한 차이에 대한 이해와 정확

한 정보를 요한다.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대해 얼

마나 잘 알고 있는가?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새로운 지식 개발을 이끌기 위해 

어떤 모델을 연구에 도입하는가? 새로운 지식 생산에는 누가 관여하는가? 어떤 

방법이 지식을 공유하는 데 활용되며 그것들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가?

■  다양성/상호의존성: 문화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현실에 대한 경험과 이해의 

존재론적 차이에 이름을 붙이기에 유용한 개념으로 남아 있다. 문화적 지속가

능성 연구를 지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러한 실존적 세계가 그 속에서 살아

가는 사람들, 그들과 관련된 기관 그리고 개인에 의해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펼

쳐지고 가치 평가될 수 있다는 깨달음이다. 해당 문화적 지속가능성 계획은 공

동체의 문화적 다양성을 어떻게 고려하는가? 그것은 다른 공동체로부터 온 문

화형태의 생명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생태학적 모델의 핵심은 문화적 

표현이 사회적 관계, 환경적 위치 그리고 경제적 현실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해

당 연구가 이러한 상호관계를 얼마나 잘 기록하고 설명하고 있는가? 이러한 상

호의존성이 개인, 공동체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에 대한 편익을 증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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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데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하는가? 쉬퍼스와 그랜트(Schippers and Grant)

(2016)가 발전시킨 음악 생태계 모델은, 특히 상호의존성을 탐구하는 데 있어

서 풍부한 연구 기반의 접근법을 제공한다.

■  물질적, 비물질적 행복: 레빈과 쿠퍼(Levin and Cooper)는 “문화는 공동체 형성

에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하는 독특한 형태의 사회적 경향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

적한다(2010:5). 이 연구는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 어떤 유무형의 이익을 창출하

는가? 어떤 문화자원이 활용되며 어떤 문화상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지는가? 사람

들은 문화적 다양성 과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공동체 내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공동체, 전통, 관계 그리고 문화자본을 유지하는가? 어

떤 형태의 새로운 문화 소유권이 전통 형식에 도전하는지 연구되고 있는가?

■  평등: 문화적 지속가능성은 윤리적 개입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불평등

을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익은 세대 간에 얼마나 공정하게 분배되는가? 

연구가 미래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해당 문화적 관습은 어느 정도까

지 재생산되고, 미래세대에 전승되는가? 현재 세대에서 이 혜택은 어떻게 공유

되는가? 그 혜택은 계층, 인종, 성별, 연령, 지역 그리고/또는 다른 관련 차이점 

식별에 따라 어떻게 퍼져 있는가? 문화적 지속가능성 연구가 어떻게 사회체계

와 환경 내에서 권력을 분석하고 해결하며, 어떻게 소외된 집단이 살기 좋고 스

스로 결정한 미래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가?

쓰로스비는 또한 우리에게 예방적 원칙을 고려할 것을 강조한다. 이 연구로 인해 

어떤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가? 이 특정한 연구를 함으로써 무엇

을 상실하게 될 것인가? 그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르는 결정은 

극도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011:145; emphasis added). 하

지만 대부분의 문화적 지속가능성 연구는 이미 문화변화가 일부 외부적 힘에 의

해 발생한 상황에서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흐름에서 문화적 지속가능성

을 위한 노력은 기존의 국제인권기구와 양립할 수 있을 뿐만 공동체, 단체 그리

고 개인 간의 상호 존중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조건과도 양립할 수 있는 무형문화

유산을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윤리적 입장은 어떤 종류의 

문화적 표현 그리고 어떤 공동체가 문화적 지속가능성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주요한 시사점을 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원칙이 문화적 

지속가능성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혹은 그 결과에 따라 프로젝트의 성공 여

부를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행동을 위한 프레임워크

문화적 지속가능성 연구는 추상적인 집단이 아닌 특정한 개인과 귀납적 과정을 

필요로 한다.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를 되돌아볼 것을 요청받은 대부분의 

공동체는 어느 정도의 성찰의 과정을 거친다. 그들은 종종 복잡하고 모순되는 자

신들의 역사를 말한다. 그들은 미래에 자신들의 공동체와 표현적 문화형태를 어

디에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보통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

의 동기에 대해 집단 내에서 질문을 던지거나 토론한다. 따라서 지역적이고 문화

적으로 의미있는 대답이 나온다. 모든 의도된 계획은 특정한 역사적 순간에서 비

롯된 문화적 생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 문화적 지속가능성 연구는 최선의 상태에

서 진정으로 생산적일 수 있으며 이해와 상호연결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다. 실천가로서, 전문가이건 공동체 구성이건 간에 이 연구는 우리

와 밀접하며 우리의 지성과 감성을 사로잡는다. 우리들 대부분은 예술가, 교사와

의 오랜 관계로 인해 이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 우리 중 다수는 이 노력의 결

과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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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우처 대학의 문화 지속가능성 석사과정, 메릴랜드 전통, 스미소니언 민속문화

유산센터의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는 문화적 지속가능성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다음의 프레임워크를 종합하였다. 각 “단계”의 순서와 기간은 이용 가능한 시간, 

재정 그리고 개인이나 기관의 관심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각 단계가 매우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식으로든 이 단계들은 하임(1981)

과 코디쉬(2013)가 개략적으로 설명한 과정, 즉 인식, 보고, 반복 그리고 수행의 

네 단계를 다시 상세히 정리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또한 인식 제고, 

태도 변화 그리고 행동촉진이라는 활동가 로드맵에 반복적으로 반영된다. 티튼

은 공유된 프로젝트에 관한 생각은 관계가 발전되기 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공동 행동이 일부 문제를 해결할지도 모른다는 공유된 의식은 인

식, 통찰력 혹은 공통의 경험에서 나온다(2009:130). 

문화적 지속가능성 프로젝트의 시작은 어느 정도의 자기성찰을 불러온다. 문헌

에는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한 좋은 의도의 개입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소개되

어 있다. 솔직히 우리 각자는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에 기여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지 탐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전문지식을 제공하

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언제 대화의 자리로 데려올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으려면 우리의 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들을 보상할 전략을 세

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알아야 한다. 경영, 심리학을 통해 자기 인식

을 강화하는 수단은 퀘이커 분별력 위원회(Quaker clearness committee)와 같

은 전통적 형태처럼 유용한 객관적 피드백을 제공한다. 팀이 일련의 공유 가치와 

역할과 책임을 기술한 팀 선언문을 가지고 있는지 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확

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다시 한번 연구 수행팀이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주요 전문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리더십과 관리이론에 따른 팀 구성 방법은 팀 내 관계를 심화하고 모범 사

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을 제공한다. 이러한 성찰의 핵심은 우리 나

름의 가설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과 평가이며 그것들을 넘어 함께 일하고 싶은 사

람들의 관점에서 세계를 더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을 찾아낼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참여를 통해 우리는 감사와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이

는 문화생산과 실행의 형식, 기능 그리고 의미를 지닌 미묘한 연구와 이 연구의 

윤리적 핵심인 신뢰와 상호주의에 필수적인 것이다. 

대개는 기본 조사와 자문이 이어진다. 문화적 지속가능성 프로젝트가 시행될 공

동체에 대한 탄탄한 학술적 연구는 직면하고 있는 특정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본

적인 정보와 이전 연구자들이 틀을 만들고 공동체를 이해했던 방식에 대한 정보

도 제공한다. 다른 학자들, 문화계 종사자자 그리고 공동체 내의 전통 보유자들

의 네트워킹은 아이디어를 시험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또 다른 중요한 자리를 제

공한다. 마찬가지로 자선가, 재단, 정부 협력자 그리고 기타 협력자의 참여는 문

화적 지속가능성 프로젝트 재정 마련에 핵심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분명, 이 네트워킹의 형식, 빈도 그리고 내용은 문화적으로 적절해

야 한다. 일부 경우에 이것들은 장기적인 협력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어느 시점

이 되면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함께 논의할 잠재적 재정지원자 그리고 

다른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중요한 대표그룹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만약 잘 구성

하여 실행한다면 이 모임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해당 연구를 중

심으로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성된 일단

의 정보와 생각은 정보에 입각한 상황 평가에 사용되며 정치적 자문작업 역시 미

래 성공에 중요한 토대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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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동체에 있어서 특정 시간과 공간에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공동의 비

전을 발전시킨다면 현지 연구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문화적 역동성에 대

한 모든 사람들의 이해를 심화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직면한 도전과 수요를 명

확하게 할 수 있다. 일부 공동체는 문화자산 매핑에 잘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ACTA는 “다양한 공동체의 문화자산을 발굴하고 동원하여 공동체 행복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만들어 내는” 이러한 연구의 가치를 보여주었다. 다른 공동체는 

종종 자신들 문화의 풍부함을 보여주는 특별전이나 공연을 포함하여 유네스코

가 강조하는 공동체 주도의 무형문화유산 목록화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도 했

다.  “중요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키란 싱 시라(Kiran Singh Sirah)가 분명하게 

이를 표현하였듯이)를 환기시켜주는 시도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연결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들 스스로에게 귀울이게 만들고 자신들의 상황을 되돌아보

며 그들이 살아왔던 세계에 영향을 미칠 방법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실행

은 대개 정치적 역동성을 가진다. 현지 연구는 종종 자문을 통해 만들어진 생각

을 시험하고, 중요한 방식으로 그 생각들을 개선하고 재구성할 수도 있다.

이 시점에서 보통 공동체 내부의 역동적 관심에 반응하는 구체적인 개입을 계획

하는 것이 가능하다. 분명히 다양한 도전과제들은 그에 맞는 다양한 대응을 필요

로 한다. 여기서 그랜트(216)가 제시한 생태학적 모델은 실행의 많은 요소들을 

설명하고 분석하는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그랜트는 또한 음악 영역에서 다수의 

역사적 개입사례를 제시한다. 한 장인 공동체는 훈련의 형태로 디자인과 마케팅 

지원을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 어떤 음악 전통은 음악 산업에 대한 접근법의 증

가로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음악가들은 새로운 관객을 확보할 수도 있

다. 서로 다른 지역 축제 단체는 모범 사례와 행정 직원을 공유하기 위한 협회를 

만들기를 원할 수도 있다. 1회차 개입에서 종종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기회가 생겨 

원래 계획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문화 생태계에 

문화적 지속가능성 프로젝트를 도입하면서 새로운 과제와 통찰력이 이에 대응하

여 나타난다. 유연성과 대응성은 이 연구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행된 개입은 어떤 것이든지 결과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잘 

기획된 프로젝트는 진행 중인 모니터링과 그 성과에 대한 평가도 포함해야 한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공동체 내에서 우리의 친구, 동료 그리고 교섭 담당자와의 

깊은 협력과 문화적 지속가능성의 의지를 고려한다면 지역공동체 구성원을 평가

에 포함시키기 위해 문화적으로 적절한 전략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 지

점에서 협력자들은 개입을 개선하고, 반복하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 완전히 새로운 

개입이 제시될 수도 있고 어쩌면 똑같은 전략을 약간만 수정해서 다시 활용할 수

도 있다. 미국 전역의 민속학 프로그램 내에 장인-도제 프로그램이 그랬던 것처

럼 개입의 과정이 끝나거나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 

향후의 문제

문화적 지속가능성의 선행사례와 연구 성과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면서 우리는 이 

시급한 연구에 대한 더 깊은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잠정적인 정의를 제시하였

다. 또한 문화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을 판단할 일련의 원칙도 분명

히 하였으며 광범위한 민족지학적 설명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사례의 상세 내

용은 피하면서, 전형적인 문화적 지속가능성 프로젝트를 위한 과정에 대한 개요

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찰은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주요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이 분야의 추가적인 연구를 촉진할 것

이라 생각한다. “지속가능성”의 해석 혹은 문화적으로 적절한 정의를 하는 문제

는 흥미로운 대화를 이어가게 할 것이다. 심지어 문화와 유산을 둘러싼 더 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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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 국제적 담론 없이도 다양한 언어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뉘앙스의 개

념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문화 전반에 걸쳐 흥미로운 다양성을 드러낼 

것이다. 마찬가지로 특정 문화권에서 지속가능성은 종종 논쟁적이 될 것이다. 

우리의 접근법은 특정 형태의 표현이 지닌 생명력보다는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

을 중심에 놓는다. 우리는 어떠한 특정 문화형태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

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인간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여전히 한 공동체 내

의 강력한 문화 관습이 전반적인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행복을 포함하

여 해당 공동체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증거들이 증가하고 있다.(Stuckey와 

Nobel 2010. ACTA’s website 에서 인용; Oster et al. 2014 참조). 사실상, 월렌

(Whalen), 모스(Moss) 그리고 볼드윈(Baldwin)은 토착언어 사용이 다양한 긍

정적인 신체적 건강에 이로운 작용을 한다는 설득력 있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2016). 아메리카 원주민의 의약 체계에 이어 그들의 연구에는 네 가지 영역, 즉 

영적, 정신적, 감정적 그리고 신체적 영역에 걸친 원주민의 건강이 포함된다. 이 

연구는 토착 언어의 사용과 각 영역 간의 상호연관성을 보여준다. 언어와 신체적 

건강 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장 의미 있는 데이터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데이

터는 흡연(Henderson, Jacobsen, and Beals 2005), 자살율(Hallett, Chandler, 

and Lalonde 2007), 음주(Torres Stone et al. 2006; Whitbeck et al. 2004) 

그리고 약물남용(제1회 민족유산언어와 문화위원회(First Peoples’ Heritage 

Language and Culture Council) 2010:213)에 미치는 원주민 언어의 사용 그

리고/혹은 문화적 관습의 임시방편적 효과를 보여준다(Whalen, Moss, and 

Baldwin 2016:4). 

이런 종류의 연구는 2017년 “중요한 목소리: 언어와 행복의 연관성(Vital 

Voices: Linking Language and Well-Being)”를 주제로 개최된 제5차 하와이

대학 언어기록 및 보존에 관한 국제학술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Language Documentation and Conservation)에서 흥미로운 가능성을 보여주

었다. 분명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우리와는 달리 대부분의 

유산 담론과 관련된 문화보호체계는 일반적으로 그것이 유적지이건, 경관이건 

혹은 관습이건 간에 개별적인 문화표현의 보존에 중점을 두고 있어 뚜렷하게 대

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접근법의 비교우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는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문화적 지속 가능성은 지속가능성의 문화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잭슨

(Jackson, 2011)과  노이즈(Noyes, 2016a)와 같은 이 분야의 많은 학자가 이미 

이러한 질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의 한계와 생태학적 충돌 과정을 따

라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움직여옴에 따라 통섭 학문적 관심은 인류세의 의미를 

둘러싼 대화를 촉진해왔다(Latour 2014). 자연 세계와 균형을 이루면서 공동체 

내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위한 토대로서 전통지식과 문화 관습을 어

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질문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것 같다. 우리는 소

비자 자본주의에 의해 끝없이 재생산되는 것과는 다른, 환경과의 관계를 모델화

한 문화 관습을 찾아내고, 묘사하며, 한 문화적 맥락에서 다른 문화적 맥락으로 

이식할 수 있을까? 월드왓치 연구소(Worldwatch Institute)의 에릭 아사두리안

(Erik Assadourian)과 같은 참여적 사상가들은 만약 인간이 앞으로 나아갈 새로

운 방식을 찾으려 한다면 소비자 문화가 변화될 필요가 있으며 지속가능성의 문

화를 아우를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Assadourian 2010). 어떤 

종류의 문화가 우리 공동체를 지탱할 것인가? 문화적 지속가능성 노력은 어떻게 

문화적 다양성, 사회적 평등 그리고 아름다움을 가치 있게 하는 문화적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까? 



197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Our Daily Lives, Towards a New Age196 SESSioN  03

공동체와 그들의 문화적 생산에 관한 연구가 미치는 영향은 또 따른 잠재적 연구 

영역이다. 수십 년간 우리는 기록을 통해 문화적 형태를 바로잡는 것은 그것을 

만들어 내는 공동체 내에서 성찰 혹은 심지어 자기인식을 강화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샤론 셔만(Sharon Sherman)의 “That’s How the Seder Looks”(1986)은 

어느 가족의 유월절 준비를 촬영하는 것의 영향과 가족 구성원이 미래에 이 관습

을 실행하기 위해 영화를 활용하기 시작하는 방식에 관해 이야기한다. 이러한 이

해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협약은 문서기록에 상당히 초점을 맞추

고 있다. 그리고 포스터(Foster)와 길만(Gilman)(2015)은 유네스코 틀 속에서 작

업하는 어려움, 특히 문화생산을 둘러싼 지역과 지구적 담론 간의 협의를 연구하

는 다양한 논문을 수집하였다. 마찬가지로 노이즈는 유네스코의 유산인정이 까

딸루니아의 빠툼 데 베르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썼는데, 축제용 인형의 복원 

관습을 변화시키고, 상업화를 관리하며, 참가자들의 선택을 변경하고, 이전에는 

말하지 않았던 의미를 명확하게 했던 방식을 자세히 기술했다(2016). 분명히 문

화적 지속가능성 프로젝트-일련의 계획된 개입-는 때가 되면 동일한 연구를 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노력의 장기적 영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답

할 필요가 있다. 누군가 의식적으로 개입할 때 그 몫이 크면 오차범위도 크고, 파

장과 책임 역시 더 커진다. 더구나 심지어 선을 행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짐에 따

라 피해 가능성도 더 커진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바로잡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충

족하기 위해 싸워야 하는 가장 큰 도전 중의 하나를 의미한다. 연구와 표현에 있

어서 윤리적 행위의 규범은 도덕적, 법적 의무를 존중하면서 인권과 존엄성을 보

호해야 한다는 것이다(Dirksen 2012).

Recent years have witnessed an explosion in the use of words related to 

sustainability. Issues of interrelatedness and interdependence, the centrality 

of diversity to most healthy biological systems, and the expansion of detailed 

scientific thinking about conservation have all contributed to the increase in 

the use of ecological metaphors in a wide range of fields. Those of us laboring 

in the realms of culture have found useful language and compelling metaphors, 

including cultural sustainability. When conservation biology began to popularize 

the idea of sustainability in their efforts to sustain biodiversity, Jeff Todd Titon 

began to explicitly advocate for an ecological approach to musical sustainability 

in 2006.1 He first published about the idea in 2009, when he suggested that 

folklorists and ethnomusicologists ought to focus on creatively deploying 

four major principles from conservation biology: diversity, limits to growth, 

interconnectedness, and stewardship (Titon 2009). In 2010, Goucher College 

launched its Master of Arts in Cultural Sustainability program, which continues 

today,2 and, in 2012, Rory Turner gave a keynote on the subject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Folklore Society.3 The Smithsonian Center for Folklife 

and Cultural Heritage identified cultural sustainability as a priority initiative.

*  This article is originally published on The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To cite this article:  
Mason, Michael Atwood, and Rory Turner. "Cultural Sustainability: A Framework for Relationships, 
Understanding, and Action." The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133, no. 527 (2020): 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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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Atwood Mason is the director of the Smithsonian Center for 

Folklife and Cultural Heritage Rory Turner teaches cultural sustainability at 

Goucher College in Maryland in its 2014 strategic plan and has subsequently 

built a new program around this work.4 In 2018,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hosted an interdisciplinary mini-conference on “Cultural 

Sustainabilities.”5 Within a long-standing discourse related to “conservation” and 

“preservation,” this new term has taken hold in the discipline of folklore and 

thus merits critical attention. Cultural sustainability is a concept that names a 

field of inquiry and action that flows from the demands of ethical scholarship 

and activism and takes seriously both the challenges of cultural work and its 

necessity in a changing and uncertain world. Neither culture nor sustainability is 

a transparent or simple concept. They are keywords (Williams 1976), contested 

ideas whose meanings shift as they are deployed and enacted in acts of cultural 

production and performance, whether by scholars or tradition bearers. Bringing 

them together sparks dialogue and action and has the potential to invite 

participation in a community of inquiry and practice that spans disciplines and 

agendas. We argue here that this diversity can hold together coherently around 

an existential imperative the aspiration of human beings to live connected and 

meaningful lives in ethical balance with broader ecosystems and other people. 

Achieving this aspiration obliges a framework that honors and sources the 

agency of individuals and communities to shape and control their own cultural 

practices and representations. The work of cultural sustainability entails concern 

for tradition, for those enduring modes of being, thought, and practice that 

have been “equipment for living” over time and space, to cite Kenneth Burke's 

eloquent formulation (1973). As the world changes often through violence or 

domination, or through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technologies and 

values shift, and traditions are constantly and dynamically transformed. Those 

interested in the project of cultural sustainability would be foolish to try to arrest 

these changes and transformations, but they have every reason to hope they can 

influence their arc in positive ways through projects that cultivate the capacity 

for and realization of self-determined cultural representation and production. 

As Robert Baron has pointed out, the goals of cultural sustainability efforts and 

self-(re)presentation result from complex processes of negotiation between 

diverse actors, including community members, NGOs, and government officials 

(2016). “While recognising that heritage interventions inevitably involve power 

asymmetries, public folklore seeks to mitigate and diminish these imbalances as 

it develops approaches to enable communities to present their culture on their 

own terms (Baron 2016:588). Despite the many advantages of modern political 

and economic structures and the benefits of technology, the health of individuals, 

communities, environments, and even the planet is vulnerable. In such a world, 

there is a place to consider the conjunction of culture and sustainability as both 

a call to practice and a field, and we seek here to frame some of its antecedents 

and inspirations, indications and exemplars, and possibilities moving forward. 

Folklore and folklife have a central place in such an endeavor, as folklorists have 

developed a deep commitment to active engagement with communities based 

in ethical partnerships and consideration of cultural processes. Many vernacular 

practices of communities hold promise for alternatives to unsustainable and 

unsustaining social and economic lifeways.

Antecedents and Inspirations

The intellectual endeavors associated with folkloristics have continuously held as 

one of their fundamental preoccupations the dynamic tension between cultural 

continuity and change. In 1888, the first issue of this esteemed journal descri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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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mission as “the collection of the fast-vanishing remains of Folk-Lore in 

America” (“On the Field and Work of a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1888). 

The earliest members of the society had particular interests in those cultural 

areas where they saw shifts transpiring most rapidly: the loss of English ballads 

and other traditions, the folklore of African American and Native peoples, and 

the regional cultural forms of French Canadian and Mexican immigrants to the 

United States. Almost a century later, Dell Hymes famously asked how we might 

carry tradition forward in a world that has changed (1975). Soon thereafter, 

Barre Toelken instructed students about the selective process through which 

traditions “demonstrate their viability or change so that they can [demonstrate 

their viability], or die off ”(1979:39). With time, the discipline's concern shifted 

somewhat away from documentation of individual items of folklore and toward 

questions of cultural preservation. A variety of intellectual currents among 

folklorists, ethnomusicologists, and other culture workers have flowed together 

to nurture and inform the discourse of cultural sustainability, and below we 

adumbrate its major sources of inspiration.

Not surprisingly, the question arises of what differentiates cultural 

sustainability from previous concepts related to cultural preservation. After the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of 1966 was passed, scholars working on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spoke more consistently of preservation, but 

by the 1980s and 1990s, the language of “cultural conservation dominated the 

discourse. Ormond Loomis' Cultural Conservation: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in the United States (1983) responded to a congressional request to 

the American Folklife Center for a report on protecting intangible aspects of 

American heritage with a detailed portrait of government policy and practical 

needs. Burt Feintuch edited a volume that both historicized these efforts and 

focused on the challenges of making informed and appropriate interventions 

(1988). In fact, David Whisnant had already defined cultural intervention in All 

That Is Native and Fine (1983): An ”intervention begins when an individual or 

an institution consciously and programmatically acts within a social setting with 

the intent of bringing about cultural change“ (quoted in Hansen 1999:36).6 The 

”intervenor regards that change as positive and can take action in more passive 

or active ways (Hansen 1999:36; glossing Whisnant). Building on Whisnant, 

Hansen insisted on the centrality and universality of these interventions as 

mechanisms to enrich the theoretical dialogue within folkloristics: “the work 

of public folklorists demonstrates that every folklorist is involved in cultural 

intervention and engages with theoretical constructs. Folklorists simply cannot 

operate without theoretical lenses that focus and refocus key issues in the 

study and presentation of folklore”(1999:42). Robert Baron and Nick Spitzer's 

important edited volume Public Folklore sought to (re)establish the intellectual 

origins of this work, make explicit its theoretical assumptions, and open critical 

vistas on its operation (1992). Mary Hufford's edited collection critiqued some 

of the key issues as they were articulated at the time, especially the tactical 

but ultimately misleading categories of natural, built, and intangible heritage 

(1994). Since the 1980s, public folklorists have theorized their interventions in 

their practices, professional dialogues, and writing, grappling with questions 

of agency, voice, representation, and the ethics of cultural ownership and 

appropriation (Baron 2010). Thus, cultural conservation focused on the range 

of interventions that were directly related to creating cultural change. As public 

folklorists increasingly realized that their missions were best served through 

cultural partnerships (Hufford 1994), a re-envisioned orientation to methods, 

ethics, and subjects emerged.



202 SESSioN  03 203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Our Daily Lives, Towards a New Age

As early as the 1970s, some public institutions were gathering around a 

new formulation focused on the discourse of “cultural heritage”. After UNESCO's 

extensive efforts to preserve important cultural sites were established in the late 

1960s and early 1970s,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turned to the immaterial 

aspects of culture. The 2003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7 emerged from a recognition that physical 

heritage sites garner a great deal of attention; yet ICH similarly takes an item-

centered approach, inventorying and recognizing specific cultural expressions or 

genres of cultural expression. In its least imaginative expressions, this approach 

has resulted in endless list-making, as governments try to generate inventories 

of their ICH (see Titon 2009). That governments remain primary actors in 

this work opens up a rich critique around political interests: Who is selecting 

what will be safeguarded and why? How is that safeguarding operationalized? 

Which of the many forms of safeguarding recognized by the Convention is most 

appropriate or effective in a particular community and at a specific time? These 

are not new questions (for rich case studies, see Foster and Gilman 2015), but 

they point to the need for a shift: cultural sustainability is less focused on the 

production of something that might be labeled “heritage” and more engaged 

in develop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cultural producers, the communities 

they support, and cultural workers from within and beyond those communities. 

Rather than focusing on the existence of the past in the present, cultural 

sustainability foregrounds the goals of local actors and the ways in which they 

wish “to use their cultural art forms as tools to seek their own best interests 

and their cultural values to chart their course through the present and into the 

future”(Mason 2014). Thus, cultural sustainability, to our minds, can include, 

but goes far beyond, the technical applications of specific cultural strategies or 

pattern designs to new contexts.8

Applied ethnomusicology and its ongoing conversation with folkloristics 

initiated this dialogue that uses the term “sustainability” and its implications to 

inform cultural interventions. While various authors have also suggested that 

cultural or social interventions could play an important, even constructive role 

in public folklore (Jones 1994; Proschan 1992), Daniel Sheehy's four strategies 

of applied ethnomusicology have inspired much of what has followed since his 

germinal 1992 article: “(1) developing new 'frames' for musical performance, 

(2) 'feeding back' musical models to the communities that created them, (3) 

providing community members access to strategic models and conservation 

techniques, and (4) developing broad, structural solutions to broad problems” 

(Sheehy 1992:330-1). These principles point toward the systems in which music-

making takes place (335), with the explicit goal of improving the lives of the 

people with whom we work (324).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from his earliest 

writing on sustainability, Titon explicitly invites us to make, in collaboration with 

music community insiders, interventions that will benefit the musical cultures 

themselves (Titon 2009). Huib Schippers and Catherine Grant - together with 

their research collaborators took these ideas to new levels of detail, identifying 

five domains of analysis and some 40 ‘forces that work on the sustainability of 

particular music practices (2016:333-50).9 Titon's understanding of the pitfalls of 

recontextualization in transforming the existential power of music is particularly 

valuable in shaping the methodological sensibility of cultural sustainability 

interventions. Taking his cues from his Old Regular Baptist Church partners, 

and aware of the intimate subtleties of the cultural and spiritual work of their 

practices, he reminds us to consider the experiential dimensions of cultural 

participation, so hard to access without deep ethnographic engagement.10

In parallel, another group of scholars has been developing increasingly 

subtle notions of reciprocal research, much of which has developed wit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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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ums.11 Elaine Lawless explored the idea of reciprocal ethnography as a 

“collaborative process for gaining and sharing knowledge” (1991:56), where 

people being represented have direct input into how they are represented. Taking 

on new urgency in interaction with indigenous communities, this work has 

attempted most directly to address the fundamental power imbalances that so 

often typify the research efforts of people outside of communities as well as the 

institutions that hold collections related to these communities (Ames 1992).12 

Museums have formulated key responses to these challenges, and “collaborative 

museum research is grounded in the belief that originating communities should 

have a major voice in shaping research questions and should benefit from the 

new knowledge that is produced” (Rowley 2013:23). While these efforts build 

upon previous research on representations of communities in museums (Karp, 

Kreamer, and Levine 1992) and folklife festivals (captured in Cadaval, Kim, and 

N'Diaye 2016), the effort here is to transform the ecology in which research 

questions are formulated and their answers pursued; process and dialogue play 

a key role, as does the surrender of a certain level of control (Rowley 2013). 

The question of what counts as a valuable research output also comes to the 

fore. As humanities scholarship has grappled with this issue within academia, 

scholars like Linda Tuhiwai Smith (1999) have articulated clearly that both 

research methods and outputs change when developed in collaboration with 

communities. All of this work moves beyond celebration and other forms of 

valorization of specific artistic expressions or even groups. Instead, it centers 

upon collaboration and partnership with tradition bearers and cultural activists 

to change the landscape of research processes and outputs. This transformed 

landscape, then, promises contributions to our understanding, control exercised 

by local custodians of culture, and, ultimately, increased well-being for the 

communities in question.13

Directly linked to these reflections on the power dynamics between 

scholars of culture and the social bases that generate that culture (Noyes 2016c), 

authors have long developed a cultural practice of social justice folklore. A 

great many practitioners in the fields of folklore, applied ethnomusicology,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spouse a philosophy that construes engagement with 

social groups that foster and sustain folklore with a sense of advocacy for those 

same groups. Cultural documentation and representation sometimes generate 

opportunities to address social inequality (Murphy 2015), and, as Debora Kodish 

has written in her critically important “Cultivating Folk Arts and Social Change,” 

“working at the intersection of folk arts and social change, sometimes we come at 

it from the art side, surfacing the social change dimensions. Sometimes we come 

at it from the social change side, surfacing the expressive dimensions” (2013:443). 

As with reciprocal research, social justice folklore explores issues of authority, but 

it also examines authenticity, place, and locally-informed modes of imagining 

and building toward a better shared future (Kodish 2011, 2013). Kodish stresses 

the “close work” of field research as “one of the great foundational practices of 

folklore: a habit of paying attention to people's lived experiences and learning 

from and taking to heart what matters” (2013:436). This language echoes 

that employed by Goucher College's Master of Arts in Cultural Sustainability 

program, where an integrated activism promises students the ability “to effect 

positive, community-driven change in the cultures you care about most”.14 Like 

cultural sustainability, social justice folklore clearly identifies itself as both an 

analytical tool kit and a practice of social engagement – a way to understand and 

act upon social life.

Performance theory provides another rich set of intellectual references 

that inform the work of cultural sustainability. With its emphasis on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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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cy and the interests of specific actors, performance theory opened the door 

to thinking in detailed and nuanced ways about how people do things with 

culture (Austin [1962] 1975). Questions of process, practice, and intentionality 

come to the fore. Cultural analysts have moved from the study of ritual to 

ritualizations (Bell 1992) and from context to contextualizations; with this 

linguistic and intellectual shifting, we stress the centrality of human activity and 

strategies in social life. Performance theory draws our critical attention to the 

work of communicating with people; it provides us with edifying tools to explore 

context-specific meanings, the intentions of the actors involved, and the impact 

of their communicative acts. It reminds us that culture and its performance are 

“equipment for living,” providing tools for the situations that people encounter. 

In the context of shared symbolic resources, people make choices, emphasize 

certain histories, and downplay certain relationships, and in so doing they 

performatively enact and seek to reframe their worlds (Bauman and Briggs 

1990:60). Performance approaches empower us to explore the existential aspects 

of social and cultural life, to ask how individuals and communities shape 

relationships situationally and intersubjectively, and how they inhabit those 

relationships across time and space (Jackson 2017:101).

From the world of cultural policy beyond ICH, other voices have 

enriched the dialogue on cultural sustainability. Jon Hawkes' The Fourth Pillar 

of Sustainability (2001) argues that the policy dialogue around sustainability 

in urban settings requires an understanding of culture beyond its narrow 

formulations in arts policy, laying a foundation for a broader consideration 

of partnership and reciprocity with grassroots cultures in urban planning 

practices. Graves' Cultural Democracy poses the question: “What does a 

community need to keep its culture vital and meaningful? (2005:1). The Urban 

Institute's watershed research report titled ”Cultural Vitality in Communities: 

Interpretation and Indicators“ explores a wide range of cultural activities as a 

basis for community development (Jackson, Kabwasa-Green, and Herranz 2006); 

departing from many previous attempts to explore cultural vitality, this report 

built upon community definitions of what mattered to explore cultural assets and 

activities that communities were mobilizing in their own interests. Similarly, Bill 

Ivey argues that technology has broadened and vitalized cultural participation, 

inviting new ways that researchers can work with new forms of expressive life 

(2008). Creative placemaking represents another area of practice that brings 

together community engagement, arts, local institutions, and cultural creativity 

to shape the physical and social character of a particular location.15 This kind of 

community development intervention is meant to benefit a wide range of local 

agendas, including community-based artists and extant cultural organizations. In 

2011, the Alliance for California Traditional Arts (ACTA) released its research on 

the health impacts on individuals who participate in community arts activities, 

demonstrating a relationship between arts participation and well-being.16 Arts 

activist Arlene Goldbard suggests that a new relationship with the arts can 

help us imagine a new, more sustainable world: “In this new world, beauty 

and meaning occupy their rightful place as the force that drives civil society, 

and culture is the laboratory in which we discover how to improvise a livable 

future” (2013:11). Thus, seeing the arts - including “folk and traditional” arts-as 

a generative space that may develop new solutions to environmental, economic, 

and cultural challenges has emerged as a major thrust in cultural policy.

Economic sustainability connects with the reflective practices in the 

realm of sustainable development to provide another rich set of commentaries 

and perspectives. In the early 1990s, the use of the term “creative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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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s by which to judge “culturally sustainable development,” principles that 

seem to express values shared with public folklorists and their interventions (see 

Throsby 2011:145).

Defining Cultural Sustainability and Its Principles

Ideas from public folklore, applied ethnomusicology, reciprocal research, 

social justice folklore, performance theory, cultural polic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have all nourished the discourse around cultural sustainability. 

These frameworks overlap around key notions about the value of cultural 

expression, its role in the vitality of communities and individuals, the challenges 

and importance of interventions, and the principles that undergird these actions. 

Having navigated these various currents of thinking that have carried us to this 

perspective, we now risk a definition: Cultural sustainability is a generative, 

reciprocal research practice that fosters relationships, engenders knowledge 

about the sociocultural ecology, and guides diverse, ethical interventions that 

enhance the vitality and well-being of specific communities and cherished 

aspects of their expressive lives.18 While cultural sustainability plays a central 

and critical role in contemporary approaches to public folklore and applied 

ethnomusicology, it overflows these disciplinary efforts to include a wide range 

of other interventions. This fact recognizes the irreducible interrelatedness 

of social, economic, environmental, and cultural sustainability (Soini and 

Birkeland 2014). We have seen cultural sustainability efforts generate language 

revitalization projects, the renovation of specific cultural forms, and simple 

skills transfers. Similarly, we have also witnessed environmental remediation, 

economic changes, and large-scale educational initiatives emerge. Thus, cultural 

sustainability encompasses the social processes that engender knowledge on 

became widespread, and these included informal artistic expressions (Moore 

2014). Within folkloristics, Barbara Kirshenblatt-Gimblett articulates the 

interpenetration of cultural tourism and museums in the generation of heritage 

as an item of consumption (1998). As a pioneer exploring the intersection of 

culture and economics, David Throsby introduced the possibility of “culturally 

sustainable development,” and he explicitly suggests employing an ecological 

model that looks at the whole system wherein economics and culture interact 

(1995:200). With the wide adoption of the United Nation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in 2000, many cultural actors recognized an important 

opportunity. While the Goals did not mention culture explicitly, culturally 

sustainable development became a significant strategy to reach two of the goals: 

to 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17 These 

efforts dovetailed with the already thriving Fair Trade Network, which, since the 

1980s, has engaged in the exchange of cultural products to provide an equitable 

livelihood for people in poverty (Dragusanu, Giovannucci, and Nunn 2014). 

Soon thereafter, a wide range of sustainable cultural tourism efforts emerged to 

assist communities in their efforts for both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onservation. The European COST (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Association explored culture in relationship to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ir Investigating Cultural Sustainability Research Network, finding that a 

transdisciplinary, flexible approach to culture helped integrat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aspects of sustainability and needed to be considered in 

development policy (Dessein et al. 2015). Perhaps most intriguingly, Throsby 

develops the concept of cultural capital, which he defines as “an asset which 

embodies, stores, or provides cultural value in addition to whatever economic 

value it may possess” (2011:143). Managing cultural capital effectively and 

assuring that its benefits are equitably distributed become key issues in a seri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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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locally-motivated actors and their collaborators base interventions that 

lead to intentional cultural change.

To our minds, cultural sustainability, with its diverse intellectual 

antecedents and rich inspirations, is substantively different from previous 

schemas of cultural preservation or conservation, though it may be a difference 

of degree rather than of kind. First, cultural sustainability more ably engages the 

lived reality of cultural life as ever-changing; dynamism in cultural expression 

and community life require evolv- ing responses. Rather than trying to “preserve” 

a specific traditional expression at the item level, cultural sustainability engages 

the whole social and cultural ecosystem and its current actors to chart a course 

for self-conscious cultural change; it analyzes a vast web of interconnected factors 

and may make change in unexpected places. In this way, it is centered on the 

current needs of contemporary actors and how they imagine their futures. These 

distinctions also manifest themselves in different methodologies. While cultural 

conservation extensively utilized folklife surveys, and while the UNESCO 

ICH convention spawned committees to prepare “files” for specific expressive 

forms, cultural sustainability builds on long-term fieldwork and extends social 

relationships over time. While it is possible to imagine cultural sustainability 

resulting in large-scale policy interventions, these would always be rooted 

in more contextually specific local activities.19 While we offer this tentative 

definition as an attempt to fuel discussion, it is unlikely that any single sentence 

or two can suffice to delimit or describe the work of cultural sustainability. We 

see cultural sustainability as a concept that recursively embraces all interested 

parties as practitioners, and thus a practice that itself is in a process of knowledge 

generation. Our definition seeks to provoke conversation and dialogue. Still 

fertile soil for conceptualization and contestation, cultural sustainability invites 

contribution in the discursive field it opens. Our definition points to an organizing 

framework that emphasizes the potential it holds for intentional research and 

practice. For us, folklore and the other fields we have identified offer key insights 

into method and guide the consideration of some fundamental principles that 

hold promise for orienting action. Here, we foreground some of the principles 

we suggest are critical to ethical and successful practice. Levin and Cooper (2010) 

articulate key principles for collaborations aimed at cross-cultural connectivity, 

and their insights complement the sustainability principles espoused by Titon 

(2009) and Throsby (2011:145). Based on their valuable insights, we propose 

a preliminary set of principles to guide the planning and practice of cultural 

sustainability efforts:

■  Depth of relationships: Cultural sustainability requires close collaborations 

based in strong multi-dimensional working relationships. How strong are the 

collaborative relationships built through this work? How does the relationship-

building include culturally appropriate approaches? To what extent are 

relationships built through face-to-face encounters, cultural participation, 

and direct collaboration? Are the relationships forged through intersubjective 

dialogue and engagement? How are they related to previous engagements? 

How do they result in future efforts? How are partnerships formed? How 

are interventions imagined, planned, and implemented? How frequently do 

partners share information? How do they generate a consensus about specific 

tactics? How are new technologies used to promote connectivity in culturally 

appropriate ways?

■  Knowledge generation and exchange: Cultural sustainability work requires 

nuanced understanding and accurate information. How knowledgeable about 

the social and cultural context are the people engaged in the work? What 

models do they bring to the work to guide their thinking and th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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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new knowledge? Who is involved in gener- ating new knowledge? What 

methods are used to share knowledge, and how successful were they?

■  Diversity/Interdependence: Culture remains a useful concept to name the 

ontological differences of people's understanding and experience of their 

own lives and realities. What needs to guide cultural sustainability work is 

the realization that these existential worlds may unfold and be valued in 

very different ways by those who live in them and by the institutions and 

individuals who engage them. How does the cultural sustainability initiative 

in question take into account the cultural diversity of the community? How 

does it impact the vitality of cultural forms from other communities? Key to 

the ecological model is the recognition that cultural expressions are based in 

social relationships, environmental locations, and economic realities. How 

well does the work in question document these interrelationships and account 

for them? How is this interdependence leveraged to increase the benefits for 

individuals, communities, and the environments in which they live? The model 

of ecosystems of music developed by Schippers and Grant (2016) provides a 

particularly rich, research-based approach to exploring interdependence.

■  Material and non-material well-being: Levin and Cooper note that “culture 

should be viewed as a unique form of social currency that serves as a positive 

force in building community” (2010:5). What tangible and intangible benefits 

does the work generate for individuals and communities? What cultural 

resources are used, and what cultural goods and services are generated? How 

do people manage cultural diversity processes and sustain communities, 

traditions, relationships, and cultural capital to benefit as many in the 

community as possible? What new forms of cultural ownership are explored to 

challenge traditional forms?

■  Equity: Since cultural sustainability seeks ethical interventions, the results must 

reduce inequality. How fairly are the benefits distributed across generations? 

How will the work impact future generations? To what extent are the cultural 

practices in question being reproduced and passed on to future generations? 

How are the benefits shared across the current generation? How are they 

spread across class, race, gender, age-grade, location, and/or other relevant 

markers of difference? How does the work of cultural sustainability analyze and 

address power within social systems and settings and contribute to the agency 

of marginalized groups to shape livable and self-determined futures?

Throsby also urges us to consider a precautionary principle: What 

irreversible impacts might be generated by the work? What will be lost in doing 

this particular work? Throsby argues that “decisions that may lead to irreversible 

change should be approached with extreme caution” (2011:145; emphasis 

added), but most cultural sustainability work emerges in situations where 

cultural change has already been precipitated by some outside force. In this 

same vein,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cultural sustainability efforts must addres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at “is compatible with exis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as well as with the requirements of mutual respect among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and of sustainable development.”20 This 

ethical stance has major implications on what kinds of cultural expressions 

and which communities can benefit from cultural sustainability. Finally,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se principles can also be used to evaluate the success of 

a cultural sustainability project during its implantation or upon its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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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work for Action

The work of cultural sustainability requires an inductive process with specific 

individuals, rather than abstract groups. Invited to reflect on the culture that 

they cherish, most communities engage in some level of reflexivity. They recount 

their histories, often complex and contradictory. They pose new questions 

about where they see their communities and their expressive cultural forms 

in the future. They usually discuss or question their motives, often in groups, 

thus generating a local and culturally meaningful response. Any planned 

interventions, then, can be considered a cultural production that results from 

a specific historical moment. At its best, cultural sustainability work becomes 

truly generative, opening new opportunities for understanding, connection, and 

possibilities. As a practitioner, whether a professional or a community member, 

this work gets under your skin and engages your intellect and emotion.

Many of us pursue this work because of long-standing relationships with 

artists and teachers, and many of us are deeply invested in the outcomes of these 

efforts.

Based on our work at Goucher College's Master of Arts in Cultural 

Sustainability, Maryland Traditions, and the Smithsonian Center for Folklife 

and Cultural Heritage, we have synthesized the following framework for the 

development of a cultural sustainability project. While the order and duration of 

each “step” can vary widely depending on the amount of time available, financial 

resources, and personal or institutional interest, we do consider each of these 

steps essential. It is worth noting that in some ways they echo and elaborate the 

process outlined in Hymes (1981) and Kodish (2013): recognize, report, repeat, 

and perform. It also echoes the activist road map of raising awareness, changing 

attitudes, and inspiring action. Titon notes that the idea for a shared project does 

not emerge until after a relationship has developed; from awareness, insight, or 

shared experience emerges a shared sense that common action might address 

some issue (2009:130).21 The beginning of a cultural sustainability project 

usually sparks some level of introspection. The literature is full of examples of 

well-meaning interventions that did not produce their desired goals. Each of 

us needs to explore honestly what motivates us, what we hope to contribute, 

and what we hope to gain from the process. We need to look at our skills so we 

can have confidence about what we can offer and admit when we need to bring 

others to the table to provide needed expertise. We need to know something of 

our weaknesses so that we can design strategies to compensate for them. Tools 

that enhance self-awareness, from business and psychology, can provide useful 

objective feedback, as can traditional forms like a Quaker clearness committee. 

For those working on teams, it is important to make certain that the team has a 

shared set of values and a team charter that delineates roles and responsibilities. 

Here, again, it is important for the team to have the key expertise needed to 

undertake this kind of project. The team-building methods from leadership and 

management theory can provide useful tools to deepen relationships on a team 

and establish best practices.22 A key aspect of this introspection is an ongoing 

awareness and assessment of our own assumptions and the cultivation of our 

capacity to move beyond them to find avenues of participation that enable us 

to consider the world more fully from the perspective of those with whom we 

hope to work. Through participation, we can cultivate appreciation and empathy, 

which are necessary for nuanced work with the form, function, and meanings of 

cultural production and performance, and for the trust and reciprocity that is the 

ethical core of this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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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liminary research and consultation usually follow. Solid academic 

research on the community where the cultural sustainability project will take 

place provides important baseline information about the specific issues it is 

facing, as well as the ways in which previous researchers have framed and 

understood the community. Networking with other scholars, cultural workers, 

and tradition bearers in the community can provide another important avenue 

to test ideas and build relationships. Similarly, engaging philanthropists, 

foundations, government partners, and other partners helps create and support 

the relationships key to funding a cultural sustainability project. Obviously, the 

style, frequency, and content of this networking must be culturally appropriate, 

as in some cases these are the beginnings of long-term collaborations.

At some point, it is usually a good idea to select a significant, 

representative group of cultural leaders, potential funders, and other stakeholders 

to discuss together the possibilities of a project. If well-conceived and facilitated, 

this convening can lead to new possibilities and energize the community around 

the work in question. The body of information and ideas generated through this 

process allows for an informed assessment of the situation, but the political work 

of consultation also builds an important foundation for future success.

Having developed a shared vision of what matters in a particular time 

and place to the community in question, field research deepens everyone's 

understanding of the social and cultural dynamics at play on the ground, and 

can lead to clarifications of the challenges and needs faced by community 

members. Some communities also respond well to cultural asset mapping, 

and ACTA has shown the value of this work “to identify and mobilize diverse 

community cultural assets to create a shared vision of community well-

being.”23 Others have experimented with UNESCO-inspired community-driven 

inventori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ten including an ad hoc exhibition 

or performances to show the community the diversity of its own cultural riches.24 

The attempt to evoke the “stories about things that matter” (as Kiran Singh Sirah 

eloquently expresses it) mediates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realms,25 and 

these performances usually have a political dynamic to them, as people try to 

make themselves heard, recast their situations, and find ways to act upon the 

worlds into which they have been cast (Jackson 2013). Field research often tests 

the ideas formulated in the consultation, and it may refine or reframe them in 

significant ways.

At this point, it is usually possible to plan specific interventions that 

respond to the dynamic concerns within the community. Obviously, different 

challenges require different responses, and here the ecological model put forth 

in Grant (2016) provides a useful framework to describe and analyze the many 

factors at play; Grant also presents a host of historical examples of interventions 

in the realm of music. An artisan community may need design and marketing 

support in the form of trainings. A music tradition may benefit from increased 

access to the music industry so the musicians can find new audiences. A 

disparate group of local festivals may wish to create an association to share best 

practices and administrative staff.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first round of 

interventions also often involves the creation of new, unforeseen opportunities, 

resulting in changes or additions to the original plan. Having introduced the 

cultural sustainability project into the ecosystem, new challenges and insights 

often result in responses, and flexibility and responsiveness play a key role in the 

success of this work.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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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 interventions undertaken need to have clearly defined outcomes, 

and a well- planned project should include ongoing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those outcomes.27 Given cultural sustainability's commitment to deep 

collaboration with our friends, colleagues, and interlocutors in the communities 

where we work, it is vitally important to identify culturally appropriate tactics 

for including community members in the evaluation. At this point, the 

collaborators may wish to refine and repeat. There may be a call for a revised 

approach to addressing the issues in question. Completely new interventions 

may be suggested, or perhaps the same strategies can be used again with some 

modifications. The process of intervention may end, or it may continue for 

decades, as it has with master-apprentice programs in state folklife programs 

across the United States.

Future Questions

Having outlined the antecedents and inspirations of cultural sustainability, we 

have provided a tentative definition to further the dialogue on this urgent work. 

We have also articulated a series of principles by which to judge specific efforts in 

cultural sustainability and have provided an overview of the process for a typical 

cultural sustainability project while avoiding the details of specific examples that 

require extensive ethnographic description.28 However, these reflections raise 

major questions that we have yet to address, and we imagine that these issues will 

drive future research in this area. The question of the interpretation or culturally 

relevant definition of “sustainability” will produce interesting conversations. 

Even without the larger national and international discourses around culture 

and heritage, different languages will provide different nuances for the idea of 

sustainability, and these will likely reveal interesting variations across cultures. 

Similarly, within specific cultures, sustainabilities are often contested (for an early 

example, see Brady 1994).

Our approach centers on the well-being of individuals and communities, 

rather than on the vitality of a particular expressive form. We have intentionally 

focused on the human dimension, as we consider it to be of greater importance 

than any specific cultural form. Still, there is an increasing body of evidence 

that strong cultural practices within a community benefit the health of the 

community, including its overall 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 (Stuckey 

and Nobel 2010, quoted on ACTA's website;29 see also Oster et al. 2014). In 

fact, Whalen, Moss, and Baldwin have made a convincing case that indigenous 

language use results in diverse positive physical health benefits (2016). Following 

the Native American medicine wheel, their work conceives of Native health 

across four domains: spiritual, mental, emotional, and physical. They show the 

correlation between the use of indigenous language and each domain; some of 

the most significant data attest to a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and physical 

health:

Data exist on palliative effects of use of a Native language and/or cultural 

practices on smoking (Henderson, Jacobsen, and Beals 2005), suicide rates 

(Hallett, Chandler, and Lalonde 2007), and alcohol (Torres Stone et al. 2006; 

Whitbeck et al. 2004) and substance abuse (First Peoples' Heritage Language and 

Culture Council 2010:213). (Whalen, Moss, and Baldwin 2016:4)

This kind of research holds such interesting promise that, in 2017, the 

Fif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anguage Documentation and Conservation 

at the University of Hawai'i had as its focus ital Voices: Linking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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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Well-Being. Certainly, our focus on the well-being of individuals and 

communities contrasts sharply with the cultural safeguarding regimes associated 

with most heritage discourses, which generally focus on the preservation of the 

individual cultural manifestation, be it a heritage site, landscape, or practice. Still, 

additional research into the comparative advantages of these approaches will 

reveal their relative strengths and weaknesses.30

How does cultural sustainability relate to cultures of sustainability? A 

number of scholars have already posed questions in this area, including Jackson 

(2011) and Noyes (2016a). However, as we continue to move quickly along the 

ecological collision course with the limits of growth, a transdisciplinary concern 

has fostered dialogue around the implications of the Anthropocene (Latour 

2014). Questions of how to take traditional knowledge and cultural practice 

as a basis for new ways of living in community and in balance with the natural 

world are likely to become ever more important. Can we locate, describe, and 

transplant, from one cultural context to another, cultural practices that model 

a relationship to the environment that is different from the one endlessly 

reproduced by consumer capitalism? Engaged thinkers like Erik Assadourian at 

the Worldwatch Institute have made clear that consumer culture will need to be 

transformed if the human species is to find a new way forward, and we will need 

to embrace a culture of sustainability (Assadourian 2010). What kind of culture 

will sustain our communities? How can cultural sustainability efforts lead to a 

cultural transformation that values cultural diversity, social equity, and beauty?

The impact of research on communities and their cultural production 

is another area of potential exploration. For several decades, we have known 

that fixing a cultural form through documentation often leads to heightened 

reflexivity or even self- consciousness within the community that produces it. 

Sharon Sherman's “That's How the Seder Looks” (1986) recounts the impact 

of filming the preparation of one's own family's seder and the ways in which 

family members began to use the film as a bench- mark for future performances. 

Despite this understanding, the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cused much of its work on documentation, 

and Foster and Gilman (2015) have gathered a rich set of essays that explore the 

challenges of working within UNESCO frameworks, especially the negotiations 

between the local and cosmopolitan discourses around cultural production. 

Similarly, Noyes has written about the impact of UNESCO recognition on 

the Patum de Berga in Catalonia, detailing the ways in which it has changed 

restoration practices for festival effigies, managed commercialization, altered the 

selection of participants, and made explicit meanings that formerly remained 

unspoken (2016b). Certainly, cultural sustainability projectsseries of planned 

interventionswill merit the same investigation in the fullness of time, and 

questions about the long-term impacts of these efforts will need to be posed and 

answered.

When one consciously intervenes, the stakes are often higher, the margin 

of error is often larger, and the ramifications and responsibilities are often bigger. 

Moreover, the potential for damage is much greater, even as the potential for 

doing good is much greater as well. This points to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we all want to get right, but sometimes struggle to meet: codes for ethical 

conduct in research and representation must protect human rights and dignity 

while respecting moral and legal obligations (Dirkse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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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1.  Jeff Todd Titon, Sustainability Is Environmental, Economic, and Cultural, Sustainable 
Music: AResearch Blog on the Subject of Sustainability, Sound and Music, January 17, 
2018, https://sustainablemusic.blogspot.com/2018/01/sustainability-is-environmental.html 
(accessed February 18, 2018).Mason and Turner, Cultural Sustainability 95

2.  See Goucher College, MA in Cultural Sustainability, http://www.goucher.edu/learn/
graduate-programs/ma-in-cultural-sustainability/ (accessed February 24, 2018).

3.  The program book of the American Folklore Society meeting lists the title as “Digging 
in the Dirt ofthe Landscape of Cultural Sustainability.” See https://cdn.ymaws.com/www.
afsnet.org/resource/resmgr/am13/2013_annual_meeting_program.pdf (accessed May 24, 
2019).

4.  The strategic plan is available at https://folklife-media.si.edu/docs/folklife/Strategic_Plan.
pdf(accessed May 24, 2019).

5.  This conference focused on the link between cultural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For 
a shortdescription, see https://music.ucsb.edu/news/event/1567 (accessed May 24, 2019).

6.  As seen below, our notion of interventions remains quite true to this definition.

7.  A brief history of the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can be found at https://ich.unesco.org/en/working-towards-a-convention-00004 
(accessed February 19,2018). The English-language text of the Convention can be found at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Heritage, 2003, https://ich.unesco.org/en/
convention (accessed May 24, 2019). See also Aikawa (2004).

8.  For an interesting example of transplanting a cultural form, see Donia Zhang’s deployment 
of traditional Chinese architecture as a window into cultural sustainability (2013).

9.  In fact, Grant’s research had been inspired by the efforts in language maintenance 
(2014), and thereis no doubt that the burgeoning research in language documentation, 
revitalization, and maintenancein recent years has also done much to detail the processes 
that lead to the viability of endangered languages—processes that have informed the 
thinking of some practitioners of cultural sustainability.

10.  Titon has addressed this issue repeatedly, but this post titled “Sound Sacralizes Space” 
on his blogSustainable Music does so in a very immediate way: https://sustainablemusic.

blogspot.com/2011/04/sound-sacralizes-space.html (accessed May 24, 2019).

11.  It is worth noting that Sheehy mentions reciprocity with communities in which we have 
workedas a major factor in applied ethnomusicology (1992:323).

12.  In 1979, the American Folklife Center at the Library of Congress began its Federal Cylinder 
Project,which sought to arrange, catalog, and transfer to preservation tape its vast collection; 
in addition, theproject made cassette tape copies of the recordings to return to the tribes 
of origin, who had been accessing this material for their own cultural ends. In 2015, the 
Library digitized many of these collections,including the Passamaquoddy materials recorded 
by Smithsonian anthropologist Jesse Fewkes. MarcusCederström, Tim Frandy, and Colin 
Connors have found creative ways to collaborate with Ojibwe communities in Wisconsin. See 
Cederström, Frandy, and Connors (2018).

13.  The Native American Graves Protection and Repatriation Act of 1990 set in motion the 
review ofvast institutional holdings of Indigenous materials and a painstaking process 
of their return. While thispublic policy has its own scholarship, it is worth noting that it 
also recognizes that the communities thatcreated cultural heritage should generally be its 
custodians.

14.  Goucher College, https://www.goucher.edu/learn/graduate-programs/ma-in-cultural-
sustainability/(accessed June 21, 2019).

15.  Ann Markusen and Anne Gadwa, Creative Placemaking, The Mayors’ Institute on City 
Design,2010, https://www.arts.gov/sites/default/files/CreativePlacemaking-Paper.pdf 
(accessed May 24, 2019).

16.  See ACTA [Alliance for California Traditional Arts], Weaving Traditional Arts into the 
Fabricof Community Health: A Briefing from the Alliance for California Traditional Arts, 
2011, http://www.actaonline.org/content/briefing (accessed May 24, 2019).

17.  Learn more about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t http://www.unfoundation.org/
what-we-do/issues/mdgs.html (accessed February 19, 2018).

18.  The kinds of knowledge generated through cultural sustainability efforts are quite 
diverse; often,individuals become more aware of the creativity and diversity of their own 
communities, and, at the sametime, these projects can generate more academic forms of 
knowledge as well. It is also worth noting thatour definition potentially reflects all seven 
“story lines” of cultural sustainability documented by Soiniand Birkeland’s analysis of the 
term (2014).

19.  We would like to thank the reviewers of the last draft of this note, especially Reviewer B, 
who rightlysynthesized these differences and urged us to make them explicit. Thanks, 
too, go to James Deutsch fora careful and thoughtful review and edit before the first 
submission.96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13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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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UNESCO’s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ttps://ich.unesco.org/en/convention (accessed May 24, 2019).

21.  Special thanks to Thomas Wide, Smithsonian Institution, for a productive and critical 
reading ofan earlier version of this essay. His insights helped us improve the text in 
important ways.

22. For a leading example, see William Dyer’s Team Building (2013).

23.  See Alliance for California Traditional Arts, Building Healthy Communities: Cultural 
Treasures,https://www.actaonline.org/wp-content/uploads/2019/06/Healthy-Study.pdf. 

24.  For example, when Cuban officials worked with UNESCO’s Regional Office in Havana 
on an inventory of ICH in the town of Perico in Matanzas Province, the team put up a 
temporary exhibition andheld small performances in the local House of Culture (Fernando 
Brugman, personal communication,August 17, 2016).

25.  Kiran Singh Sirah, quoted in Angelica Aboulhosn, Lessons in Storytelling: Bridging 
Cultures andCommunities [Profile of Kiran Singh Sirah], Smithsonian Folklife Festival 
[blog], June 16, 2017, https://festival.si.edu/blog/lessons-in-storytelling-bridging-cultures-
and-communities (accessed February 24,2018).

26.  The relevance of this fact was also noted by Thomas Wide in a comment he drafted on this 
essay.

27.  Here, a logic model that predominates in both education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an behelpful as a way to clearly articulate desired impacts and strategies for testing them. 
The American NGOAnimating Democracy has published a useful “continuum of impact” 
to support arts agencies in theirefforts to articulate impact to potential funders and 
identify possible documentation of those impacts(see Animating Democracy 2017).

28.  As Foster and Gilman (2015) demonstrate, the specific case studies of intervention 
provide fertileground for new research in public folklore, and we urge our colleagues to 
continue to document theirefforts and report on the impacts.

29.  ACTA [Alliance for California Traditional Arts], Weaving Traditional Arts into the Fabric 
of Community Health: A Briefing from the Alliance for California Traditional Arts, 2011, 
http://www.actaonline.org/content/briefing (accessed May 24, 2019).

30.  It is worth noting that cultural sustainability projects at the Smithsonian Center for 
Folklife andCultural Heritage explicitly seek outcomes related to both the vitality of 
specific cultural forms and thewell-being of individuals in the communities where w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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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생물보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는 NGO가 많은 반면에, 무형문화유산 보전

의 필요성을 연구하는 NGO는 그만큼 많지는 않다. 퍼시픽 블루 재단은 주로 피

지에서 생물보전과 문화적 보전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 둘 사이에 있는 근본적인 

연관성을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전통 해양자원을 관리하는 거버넌

스는 어업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던 산호초 위에 “탐부(‘tabu’로 표기)”라는 것을 

설치하였다. 해양보호지역(MPAs)을 주장하는 현대 생태학자들은 피지의 문화전

통에는 그 조상들이 보기에 생태계의 건강에 이로운 것이라고 이해했던 지식이 

담겨있다고 인정한다. 퍼시픽 블루 재단은 새로운 해양보호지역(MPAs)을 만드

는 것을 지원하기위해 조상들의 탐부 이야기를 배우려 노력하였다. 피지의 무형

문화유산 이야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요소 중 하나는 3000년 역사를 가진 이

중 선체형 세일링 카누 제작과 항해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인류가 오세아니

아 대양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이 전통 세일링 카누가 기여했던 역할을 짧게 나

누려한다. 그리고 재단이 지난 15년간 이 카누 제작전통을 되살려 카누가 미래

의 지속가능한 생업을 제공할 것이라는 비젼을 실천하기위해 해왔던 노력에 대

해 나누려한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NGO의 역할과 환경적 지속가능성

그레고리 미첼 

퍼시픽 블루 재단 대표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 (UCSD)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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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년 동안 피지사람들은 130만 km² 면적에 퍼져있는 남태평양300개 이상

의 섬에서 거주하며 그들의 생존을 위해 대양에 의존하며 살아왔다. 그들에게 대

양은 서로서로를 연결해주고 소통시켜주는 통로이자 공간이었다.  현외 장치가 

있는 전통 세일링 카누 ‘카마카우(Kamakau)’와, 좀 더 크고 이중선체로 된 카누 

‘드루어 (drua)’ 는 수 천년 간 피지 공동체와 문화의 생존에 기초가 되었다. 상

세한 정보는 Hornell 의 자료(1936), Bannack & Cox 의 자료 (1987), Gillett 의 

자료(1993), 그리고  Nuttall 외 공저자료 (2014)에서 찾을 수 있다.

피지는 오세아니아의 선사시대 정착에서 중심역할을 한다. 언어, 유전자, 라피타

(Lapita) 도자기, 그 외 고고학적 증거 분석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 기원전 1500-

2000 년 기간에 대양을 항해하여 이주 정착하였다는 가설을 설명할 수 있게 되

었다(Larson 외, 2007; Sheppard, 2011).  Kayser 외 공저자의 자료(2006) 에서

는 “피지가 폴리네시아 역사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 아마도 사람들이 처음에는 

피지로 이주해왔을 것이며, 이어서 생겨난 폴리네시아 정착민들은 아마도 피지

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결론 내린다. 오세아니아에 널리 흩어져 있는 작은 군

도를 연결했던 세일링 카누는 인류가 광대한 태평양을 건너 이주할 수 있도록 해

주었기에 분명히 무형문화유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피지 항해문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사진 1은 1953년 피지 수바 항구에서 여러 척의 카마카우 카누가 퀸엘리자베스 

호를 환영하고 있는 모습이다. 석유화학 연료 동력을 이용하는 근대식 배가 도입

되면서 불행히도 피지 전통 세일링 카누에 대한 지식은 많이 소멸되었다. 다행히

도 유엔의 지속가능한목표 수립 덕분에 지구가 받고 있는 도전을 다룰 수 있는 

실용적인 해결책으로 전통적인 생태지식이 그 가능성을 인정 받게 되었다. 지역

사회 안에서 지속가능한 건축재료로 제작되고 화석연료 없이 작동하는 전통적인 

카누는 미래 지속가능한 생업을 위한 한가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진 1. 1953년 피지 수바 항구에서 퀸엘리자베스 호를 환영하고 있는 카마카우

2017년 피지가 공동의장국이 되어 본에서 개최한 COP23 유엔 기후회의 기간 

중에는 피지 세일링 카누 Adi Caginiveisau가 복원력, 통일성, 지속가능한 미래

를 나타내는 강력한 상징으로 전시되면서  피지 세일링 카누의 중요성을 인정받

았다.  2016년에는 전통 카누 아디 예티 (Adi Yeti)가 윈저궁에서 열린 엘리자베

스2세 여왕의 90세 생일축하 행렬에 전시되었다 . 

사진 2.  엘리자베스 여왕의 90번째 생일을 위해 의뢰한 피지 전통적 이중 선체의 카누 아디 예티 
(Adi Yeti). 사진: ITV Ang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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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 예티 (Adi Yeti)는 현재 영국 그리니치 국립해양박물관에 전시되어있다 (그

림 2).  2019년에는 피지의 드루어 한 척이 LA 카운티 예술박물관 특별전 “피지: 

태평양의 예술과 삶”에 전시되었다.  이 글을 함께 쓴 Setareki Domonisere 는 

풀라가(Fulaga)섬의 장로이며, 이 드루어 두 척을 모두 제작한 장인이다. 

오세아니아의 인류 이주 역사에서 피지의 중요성

피지의 전통 세일링 카누는 수 천년 동안 구술전통으로 물려받은 기술, 창의력, 

장인정신을 증언하고 있다. 피지에서 남 라우 제도는 전통 세일링 카누 제작의 

중심지였다. 풀라가, 카바라(Kabara), 오지아(Ogea) 섬에서(사진 3D) 단단한 나

무 베지(vesi)를 구하기가 쉬웠기 때문이다. 식민지 이전 동안에는 사모아, 통가

와 더 멀리까지 항해하면서 카누 제작과 무역업이 번성하였던 곳이다. (Mariner 

and Martin, 1817, 2011; Goetzfridt, 1992).   

라우 제도는 근대 피지의 남동쪽에 있다. 그러나 수 천년 간의 항해 덕분에 이 제

도는 사모아 통가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고, 이들의 스토리텔링과 전통 세일

링 카누에 대한 지식에는 그 공유된 관계가 담겨있다. 사진 3 에서 굵고 붉은 화

살표시는 솔로몬 아일랜드를 우회한 라피타 도자기 문화를 나타낸다.  이 라피

타 고고학의 증거와 언어 패턴 (사진 3B) 은 유전적 연구와 합하여, 인류의 이주

가 매끄럽게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발생하였고 여기에는 선박이 필

수적이었다는 가설을 설명해준다. 사진 3C는 피지와 남동 라우를, 사진 3D는 남

동 라우의 주요 섬들을 세밀하게 보여준다. 이 섬들은 사람들이 더 먼 동쪽을 향

하여 오세아니아로 이동해가는 것이 가능하게 해주었던 전통 세일링 카누문화권

이었다. 

사진 3.  A. 솔로몬 제도를 우회하여 3,000여 년 전 라피타 문화의 이주는 붉은 원에 표시. B. 오세
아니아 내 언어 패턴 연계. C. 구글 지도에 표시된 피지 남동쪽 라우 제도. 통가와 사모아는 
남동풍의 영향으로 라우제도의 카누 항해 문화와 연관성이 있다. D. 라우 남동쪽의 모쎄
(Moce), 풀라가(Fulaga), 오지아(Ogea) 섬들은 21세기에도 전통 선박제작 전통을 유지
하여 퍼시픽 블루 재단이 이들 섬의 원로들과 협력할수 있도록 하였다. 

Nuttall 외 공저자의 자료 (2014)는 18세기 전문가 퍼거스 클루니(Fergus 

Clunie)를 인용하여 “지난 세기에 피지에서 만들어진 거대한 카누우 드루어 또

는 카리아는 태평양을 왕복했던  카누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인정받는다.” 

라고 기술하였다. 해상 민족지학자 Hornell (1936) 은 드루어를  “유럽인들의 발

이 닫기 전에 오세아니아에서 설계되고 제작된 선박 중에서 가장 크고 섬세한 바

다 항해선박”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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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의 이중선체 카누 (드루어) 와 현외 장치 카누(카마카우)는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건조된다. 대형 이중 선채 카누는 섬 사이를 항해하며 화물을 수송해주고, 

비티 레부 와 바누아 레부 섬과 같은 좀 더 큰 섬에 있는 피지 공동체들을 연결할 

뿐 아니라, 라우 제도에 있는 섬 공동체 사이의 물물교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

게 연결해 주었다. 이렇게 큰 선박들은 사모아와 통가까지 장시간 항해도 가능하

였다.  길이 30미터, 돛대 높이가 20미터 이상이 되는 드루어는 무사 150명을 20

노트 속도로 수송할 수 있다. 가장 큰 대형 드루어는 두꺼운 판자로 건조된 선체

인 반면, 20미터 크기의 작은 드루어와 더 작은 규모의 카마카우 선체는 속이 비

워진 단단한 통나무로 건조되었다. 

사진 4.  20세기 초반에 찍힌 대형 드루어 (Drua) 카누. 이렇게 큰 카누는 100년 이상 제작되지 않
고 있다.

세일링 카누 제작과 구전된 카누 제작 지식 

문서화된 제작설계도가 없이도 정확하게 제작되는 피지의 카누는 보통 단단한 

목재로 제작된다. 과거에는 카누를 조립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그 지역에

서 구하였다. 카바라 섬에서 전통적인 식물기반 재료로 만들어진 마지막 카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Banack 과 Cox 공저 자료 (1987)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카

누는 하와이 오아후 섬 태평양도서문화센터에 전시되어있다. 

전통 카누 제작을 위임하고, 제작하고, 출범시키고, 항해하는 전체 과정에는 많

은 제식(祭式)이 포함되어있다. 이런 전통적인 제식은 Hornell(1936) 과 Gillett 

외 공저자 (1993)가 연구하였다.  전통 카누 항해를 하려면 환경의 조건과 관련

된 전통 생태지식이 있어야 한다. 항해 기술에는 바람방향 적응, 축범 등 바람의 

힘에 맞추어 조정하는 기술이 포함된다. 길 찾는 기술을 사용하는 항해를 하려면 

별, 파도의 높이, 태양, 섬의 언덕에 있는 이정표, 바다새의 형태, 그 외 자연에 있

는 다른 신호를 관측하는 기술이 포함되어야 경로를 잡을 수 있다.

좀 더 작은 현외 장치 카누는 보통 자급을 위한 어업과 전통 카누경기에 사용된다. 

이 선박은 하나의 현외 장치로 설계되며 보통 약 7~10미터 길이이다. 필요한 중

요 기술은 건조, 항법, 별관측이다.  이 항해에 숙련된 항해사는 아주 소수이며, 카

누제작 숙련공은 더 적고, 별을 관측하는 전통 지식이 있는 항해사는 더욱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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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최근 퍼시픽 블루 재단이 주최한 베이타우 와카 (Veitau Waqa)에 참여한  카마카우
(Kamakau) 카누

전통 카누에 대한 관심과 함께, 카누를 통해 지속가능한목표를 위한 실제적 해결

책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Brownell, 2012). 그러나 전

통 지식과 기술을 소멸시키려는 심각한 위협이 존재한다.  석유화학연료를 사용

한 현대의 배를 사람들은 더 선호하며, 전통 카누 제작과 항해 지식을 보유한 장

인이 거의 없다. 게다가 타노아(vesi 로 만든 예식용 나무 그릇) 와 관광객용 장신

구와 같은 목공예품에 사람들의 관심이 더 많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공예품들이 

소득을 올릴 수는 있지만 카누 제작을 위한 목재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구전 지식의 전승은 카누 제작과 항해 책임을 맡은 집단 내에서만 유지되고 있

다.  장인은 가족 구성원 안에서 카누 제작과 항해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사람을 

발굴한다. 그리고 연결된 사슬고리처럼 지식을 전승시킨다. 이 개념은 디즈니 영

화 “모아나”에서 나온 노래 ‘그 길은 우리가 알아요We Know the Way ‘(MOANA, 

2016) 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 개념은 퍼시픽 블루재단과 협력했던 피지 

카누 제작자와 항해사들과 함께 영화관련자들이 연구했던 내용에 기반한 것이었

다. 그 노래에서 특히 관련 깊은 대목은: 

“우리는 모든 신호를 읽어가는 탐험가, 우리는 우리 장로들의 이야기가 끊어지

지 않도록 이야기를 이어간다네” 이다. 

지식의 사슬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가며 살아있게 유지하는 것은 큰 도전

이다. 2010년 이후로 퍼시픽 블루 재단은 전통 카누 경기 “바이타우 와카(Veitau 

Waqa)-배가 살아있다” 를 매년 조직하고 후원하였다. 처음에 그 행사에는 단지 

4 척만 참여하였다. 3척은 멀리 떨어진 섬 풀라가에서 왔고, 1척은 수도 수바에

서 가까운 섬 비티 레부에서 풀라가 출신 장로이자 카누 제작 거장이며 이 글의 

공동저자인 Setareki Domonisere가 만든 배였다. 이 연례 행사는 이제 어린이들

이 만든 작은 모델 카누 바카나와(bakanawa) 경주도 포함하고 있다 (사진 6). 배

를 제작하고 항해하는 것은 공동체의 노력이 있어서 가능하다. 모두 참여하여 공

동체가 힘을 모으는 것이므로 배는 그냥 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과 깊이 

관련된 것이다.  퍼시픽 블루 재단이 피지에서 카누 항해 부활을 위한 노력을 시

작하였을 때에 조상들로부터 그 지식을 물려받은 장로는 극소수였다. 지난 12년

간 비티레부 섬에서 10척의 카마카우, 4척의 소형 드루어가 제작되었다. 많은 청

년들이 바카나와 경주와 카누 제작에 참여하여, 지식의 사슬고리가 살아있도록 

유지시켰다.

사진 6.  매년 진행되는 바이타우 와카 (Veitau Waqa)에서 카누 모형 행사와 지역사회 원로들의 
전통카누 제작 지식에 대해 배우는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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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로 향하는 항해 

앞으로도 카누를 제작하고, 수 천년 동안 전승된 무형문화유산인 구전지식의 사

슬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살아있게 유지해야 할 것이다. 재단이 후원하는 전통카

누 경기 “바이타우 와카” 가 생긴 이후로 피지에서는 지난 30년간 제작된 것보다 

더 많은 전통 세일링 카누가 제작되었다. 재단은 조상의 지식을 보유한 소수의 

장로들이 공동체의 젊은 구성원들과 함께 그 지식을 이어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

해주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대표적인 무형문화유산은 소멸의 위기에 처해있다. 

수바에서 있었던 투이모스 풀루나(Tuimoce Fuluna) 의 TedX 토크는 카누 제작 

공동체 안에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힘을 감동적으로 보여주었다 (Fuluna, 2017).  

그 지식이 살아있게 하려면 그 기술의 사용이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생업을 지지

하여야한다.  

사진 7.  A(왼쪽). 카마카우 (caak며)를 이용하여 낚시중인 공동저자인 세타레키 도모니세레 
(Setareki Domonisere). B(오른쪽). 카누 시가보(Sigavou)는 드루아 (Drua) 항해 체험
은 문화관광과 지속가능한 생계를 지원한다. 이는 생계형 어업과 문화관광 모두 지속가능
성의 미래로 항해할 수 있도록 하며, 전통카누 제작의 지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돕는다.

관광을 위해 더 큰 드루어를 제작하는 일이 피지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 지속가능

한 생업을 확장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아마도 더 중요한 점은, 카마카우는 그 

수명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석유화학 연료용 선외 모터가 달린 소형 섬유유리 선

체 어선에 비교하여 유지와 제작 비용이 반절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시에 

전통 카마카우는 사진 7A에서 보듯이, 값비싸고 기후오염을 일으키는 섬유 배만

큼 고기잡이를 잘 할 수 있다.  이런 석호와 근해어업용 배를 제작하려면 지속가

능한 마호가니로도 가능하다. 마호가니는 피지의 상업적인 수목 육성장에서 키

우고 있다. 잘 관리된다면 마호가니 선체는 수명이 5년 이상 될 수 있다. 섬유유

리로 만들어진 선체가 버려지면, 미세플라스틱은 대양을 오염시킨다. 석유화학 

에너지나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어업과 문화적 관광을 지원

해주는 선박 사용이 피지의 세일링 카누가 가진 무형문화유산을 살아있게 만들 

것이며, 그것이 경제적 기여를 될 수 있을 것이다 (Mitchel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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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Man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concern themselves with 

biological conservation but fewer explore the need for conserv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Pacific Blue Foundation focuses both on biological and 

cultural conservation, primarily in Fiji, and recognizes fundamental linkages 

between the two. For example, traditional marine resource governance at the 

community level often created “tabu” (pronounced tamboo) on their reefs 

that restricted or prohibited fishing. Modern ecologists who propose marine 

protected areas (MPAs) recognize Fijian cultural tradition as knowledge the 

ancestors understood to be healthy for the ecosystem. Pacific Blue Foundation 

(PBF) has sought to learn the stories of ancestral tabu areas to assist creation of 

new MPAs. One of the most iconic elements of Fijian ICH is their more than 

3,000 years of construction, and navigating double-hulled sailing canoes. Here 

we briefly explore the role these traditional sailing canoes had in the human 

migration into Oceania, and the effort PBF has made in the past 15 years to 

revitalize the construction of these canoes and to envision their role in providing 

sustainable livelihoods in the future.

The Role of NGOs in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B. Greg Mitchell 
President and Chairman of the Board of the Pacific Blue Foundation

Professor of Emeritus of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For thousands of years the Fijians, living on more than 300 islands spread 

across 1.3 million sq km of South Pacific Ocean have depended on the ocean 

for survival and as a highway to connect and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e traditional sailing canoes called camakau, with a small outrigger, and the 

larger double hulled canoe called drua, were fundamental to survival of Fijian 

communities and culture for millenia. Detailed reference material can be found 

in Hornell (1936), Bannack and Cox (1987), Gillett (1993) and Nuttall et al. 

(2014).

Fiji plays a central role in the prehistoric settlement of Oceania. Analyses 

of linguistic, genetic, Lapita pottery, and other archeological evidence, has 

supported the hypothesis of a westward flow of human settlement via ocean 

voyaging in the 1500-2000 BCE time period (Larson et al, 2007; Sheppard, 2011). 

Kayser et al. (2006) conclude that “Fiji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history of 

Polynesia: humans probably first migrated to Fiji, and subsequent settlement of 

Polynesia probably came from Fiji.” The sailing canoes that connected the widely 

dispersed small archipelagos of Oceania clearly are among the most fundamental 

elements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at allowed the migration of humans 

across the vast Pacific Ocean. 

Global Awareness of the Fijian Sailing Culture 

Figure 1 shows Suva Harbor, Fiji with many camakau welcoming Queen 

Elizabeth II in 1953. Unfortunately, knowledge surrounding Fijian traditional 

sailing canoes has eroded over time largely due to the introduction of modern 

vessels powered with petroleum-based fuels.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value of traditional ec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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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has been recognized as a potential practical solution to some global 

challenges. The traditional canoes built with locally sustainable construction 

materials and operated without the use of fossil fuels may provide an option for 

future sustainable livelihoods.

Figure 1.  Fijian camakau, traditional sailing canoes, welcome Queen Elizabeth to Suva Harbor, 
Fiji in 1953

In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the sailing canoe for Fiji, the Adi 

Caginiveisau served as a powerful symbol of resilience, unity, and a sustainable 

future during the COP23 UN Climate Conference in Bonn in 2017 that was 

co-chaired by Fiji. In 2016 the traditional canoe, Adi Yeti, was presented to Her 

Majesty, Queen Elizabeth II at her 90th birthday pageant in Windsor Castle. 

Adi Yeti is now displayed in The National Maritime Museum, Greenwich, 

United Kingdom (Figure 2). In 2019 a Fijian drua was featured in the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exhibit “Fiji: Art & Life in the Pacific.” Co-

author Setareki Domonisere, an elder from the island of Fulaga, was the master 

craftsman for both of these drua. 

Figure 2.  Adi Yeti, a traditional Fijian double-hulled sailing canoe commissioned for Queen 
Elizabeth’s 90th Birthday. Credit: ITV Anglia.

importance of Fiji in the Human Migration into oceania

Fijian traditional sailing canoes are a testament of skills, ingenuity, and 

craftsmanship passed down from the ancestors in verbal tradition for 1000s of 

years. In Fiji, the Southern Lau group of islands was the center for construction 

and knowledge of traditional sailing canoes because of the availability of the 

hardwood vesi tree on the islands of Fulaga, Kabara and Ogea (Figure 3D). In 

pre-colonial times there was a thriving industry of canoe building and trade 

including oceanic voyaging to Samoa, Tonga and beyond (Mariner and Martin, 

1817, 2011; Goetzfridt, 1992).   

The Lau islands are the southeastern extent of modern Fiji. However due 

to voyaging over the millennia, they have a strong kinship with Samoa and Tonga 

that is retained in their story telling and their shared knowledge of traditional 

sailing canoes. The bold red arrow in Figure 3A represents the Lapita ceramic 

culture that by-passed the Solomon Islands. This Lapita archaeological evidence, 

linguistic patterns (Figure 3B) as well as genetic studies, support the hypothesis 

that migration did not radiate smoothly, but was in episodic waves that would 

have required sailing vessels. Figure 3C shows Fiji including the SE Lau Islands 

and Figure 3D is a zoom into the main islands of Southeast Lau that were par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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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ditional sailing canoe culture that allowed the further eastward migration 

into Oceania.

Figure 3. A.  Migration of Lapita Culture more than 3,000 years ago, bypassing Solomon Islands 
(From Sheppard et al . 2011) Fiji is within the red circle. B. Linguistic pattern 
linkages within Oceania. C. Google map of Fiji Islands indicating Southeast Lau 
Islands. Tonga and Samoa that were linked by the sailing canoe culture of SE Lau 
due to ease of navigation across the SE trade winds indicated by blue arrows. D. 
SE Lau islands of Moce, Fulaga and Ogea that retained the boat building tradition 
into the 21st century allowing PBF to collaborate with elders from these islands to 
revitalize the construction and racing of Fijian Sailing Canoes. 

Nuttall et al. (2014) quoted Fergus Clunie, an early 18th century expert, 

who wrote: “the massive drua or kalia made last century in Fiji is justly celebrated 

as the most remarkable voyaging canoe ever to ply the Pacific.” Maritime 

ethnographer Hornell (1936) describes the drua as “the largest and finest sea-

going vessel ever designed and built by the natives of Oceania before contact 

with Europeans.”

The Fijian double hull canoe (drua) and the outrigger canoes (camakau) 

serve different purposes. Very large double hull canoes were used for inter-

island and ocean voyaging to transport cargo during frequent inter-island travels 

keeping communities connected with an effective barter system between island 

communities in the Lau group as well as with Fijian communities on the larger 

islands of Viti Levu and Vanua Levu.  These larger vessels also supported longer 

voyages to Samoa and Tonga.  Drua can be more than 30 m in length with a 

mast height of 20 m, carry 150 warriors and reach speeds of over 20 knots.  The 

largest drua had hulls constructed of planked wood elements, whereas the hulls 

of smaller drua up to 20m and smaller camakau were constructed of hollowed 

solid logs.

Figure 4.  Image of a large Fijian drua during the early 20th Century. No large drua of this size 
have been constructed for more than 10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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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of a Sailing Canoe and the oral Knowledge of Canoe 

Building

Fijian canoes are normally built from hardwood requiring precision and 

foresight with no documented plans. In the past all materials used to assemble 

a canoe were locally sourced.  See Banack and Cox (1987) for details of the last 

canoe built on Kabara Island with all traditional plant-derived materials. That 

canoe is on display at the Pacific Islands Cultural Center, Laie, Oahu, Hawaii. 

Many rituals are part of the overall process of commissioning, 

constructing, launching and sailing a traditional canoe. Many of these traditional 

rituals are referred to in Hornell (1936) and Gillett et al, (1993).  The sailing of 

the traditional canoe has its own traditional ecological knowledge that is related 

to environment conditions. Sailing skills include the art of beating to windward, 

reefing or reducing sails to suit the force of the wind. Navigation using 

wayfinding techniques include the observation of the stars, ocean swells, the sun, 

landmarks on island hills, types of seabirds, and other signs of nature to establish 

the course.  

Camakau, the smaller outrigger canoes, are normally used for subsistence 

fishing and for the traditional canoe races. These vessels are single outrigger in 

design and are approximately 7 – 10 meters in length. The main skills associated 

with these traditional canoes are the, construction, sailing, and celestial 

navigation.   Although there are a handful of skilled sailors, fewer are skilled 

in canoe building and even fewer retain the traditional knowledge of celestial 

navigation. 

Figure 5.  Camakau during recent Veitau Waqa – the boat lives event hosted by Pacific Blue 
Foundation.

There is growing interest in traditional sailing canoes and how they can 

offer practical solutions to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Brownell, 2012).  

However, there remains a serious threat of eroding traditional knowledge and 

skills because the modern petroleum powered boats are preferred and there are 

few elders who retain the knowledge of traditional canoe building and sailing.  

Furthermore, there is more focus now on other wood carving crafts like the 

tanoa (ceremonial wooden bowls made of vesi) and tourist trinkets that generate 

income and also affect the supply of timber for canoe building. 

The passing of verbal knowledge is kept within the clans who have 

responsibility for constructing, sailing and navigating the canoe. A good 

craftsman looks at his family members to identify the ones with strong interest 

and passion to carve and sail, and passes the knowledge like an unbroken chain. 

This concept was honored in the Disney Film MOANA in the song We Know 

the Way (MOANA, 2016) based on their research with the Fijian canoe builders 

and sailors who have collaborated with PBF.  This part of the song is especially 

relev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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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explorers reading every sign, we tell the stories of our elders in a 

never-ending chain” 

Keeping this never-ending chain of knowledge alive is a big challenge.  

Since 2010 PBF has organized and sponsored the traditional sailing canoe races 

at the annual event, “Veitau Waqa – the boat lives.”   Initially the event had 

only 4 boats, three from the remote island of Fulaga, and one built on the main 

island of Viti Levu, near the Capital Suva, by co-author Setareki Domonisere, 

an elder and master canoe builder from Fulaga.  This annual race event now 

includes the bakanawa race of small model canoes built by the children (Figure 

6).  Constructing and sailing is a community effort – everyone takes part – 

bringing the community together so the boat is not just a boat, it is something 

deeper connection to the ancestors. When PBF started the initiative to revitalize 

the sailing canoes in Fiji, there were few elders who had the knowledge from 

their ancestors. In the past 12 years there have been more than 10 camakau and 4 

small drua constructed on the main island of Viti levu. Many youths participated 

in the bakanawa and in the construction of the larger canoes keeping the chain 

of knowledge alive (Figure 6).  

Figure 6.  Children enjoy the bakanawa small model canoe event at the annual Veitau waqa – the 
boat lives and learn the skills of carving the hull of a camakau under the guidance of a 
community elder.

Sailing into the Future

Looking forward, it remains essential to build the canoes to ensure that the 

verbal chain of knowledge –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passed down for 

thousands of years is kept alive in an unbroken chain.  Since the inception of the 

annual Veitau Waqa – the boat lives event sponsored by PBF more traditional 

sailing canoes have been constructed in Fiji than in the prior 30 years.  PBF 

ensured that the few elders who retained the ancestral knowledge worked with 

younger community members to pass the knowledge on in an unbroken chain. 

Still, this iconic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mains at risk of being lost.  The 

TedX talk in Suva, Fiji by Tuimoce Fuluna is an inspiring demonstration of the 

strength of thi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ithin the canoe building community 

(Fuluna, 2017).  Keeping the knowledge alive will require that the skills be used 

to support sustainable community livelihoods.  

Figure 7.  A(Left). Co-author Setareki “Domo” Domonisere heads out on his camakau to fish. 
B(Right). The Drua Experience sailing canoe Sigavou supports cultural tourism and 
sustainable livelihoods. Both subsistence fishing and cultural tourism can sail into the 
future of sustainability, keeping the knowledge alive in an unbroken chain.

Constructing larger drua to support tourist excursions is already 

happening in Fiji and there is considerable opportunity to expand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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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livelihood. Perhaps more important is that a camakau, over its 

lifetime, can cost less than half the amount of currency needed to buy and 

maintain a small fiberglass hulled fishing boat with outboard motor using 

petroleum-based fuel. Yet the traditional camakau, as shown in Figure 7A, is able 

to catch fish just as well as the more expensive and climate polluting fiber boats. 

Construction of these lagoon and near-coastal vessels can be accomplished with 

sustainable mahogany that is grown in Fiji in managed commercial tree farms. 

If well-maintained, the mahogany hulls last more than five years, similar to the 

lifetime of a fiber boat that would eventually pollute the oceans with micro-

plastics once discarded whereas the wooden boat recycles sustainably. Vessels for 

both sustainable fishing and cultural tourism, utilizing no petroleum or plastics, 

can be part of the economic contribution to keep alive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he Fijian sailing canoe (Mitchel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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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무형문화유산'은 두 가지 뚜렷한 개념으로 개발되어 다양한 담론에 활

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연과 무형문화유산을 하나의 문화유

산으로 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형유산은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의 일

부로 볼 수 있고, 인간 사이에 존재하거나 인간과 자연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한 개념들의 명확한 사용을 추구

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법적 담론이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지배적으로 형

성되어 온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자연과 무형문화유산은 밀접하게 얽혀있습니다.

■  인간은 천연자원의 이용과 지식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생계를 유

지합니다.

■  예를 들어 천연 원료는 기능적 가치와 미적 가치를 모두 가진 공예품

을 통해 인간의 창의성을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  인간은 풍경을 만들고, 음풍경을 만들고, 자연에 거주하고, 자연으로부

터 배우고,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그들의 사고와 세상에 존재하

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한 자연 위에 그들의 정체성을 쌓습니다.

■  인간은 또한 이야기, 시, 노래를 통해 전달될 수 있는 개념과 어휘를 발

전시켜 나가면서 자연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다양한 언어로 표현합니다.

자연, 무형문화유산, 그리고 법

아니타 바이바드

라트비아 문화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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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년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유네스코 협약은 '문화유

산과 자연유산은 부패의 전통적 원인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의

해 점점 더 파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인정하여 채택되었습니다.

■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은 '확실한 인간의 활동이 생물다양성을 현

저히 감소시키고 있다'는 세계적인 우려를 목격했습니다. 본 협약에

서는 생물학적 다양성의 문화적 가치도 인정되어 '생물자원에 대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구현하는 많은 토착사회와 지역사회의 가깝고 

전통적인 의존성'도 인정되었습니다.

■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세계 선언은 2001년에 이어 '전통적 지식의 

공헌, 또한 환경 보호와 천연자원의 관리에 관한 공헌, 그리고 현대 

과학과 지역 지식의 시너지 육성'을 세계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것들은 환경 보호와 문화재 보호 분야에서 국제법 개발의 연결점에 대한 일부 

언급일 뿐입니다. 그 접점의 또 다른 지점은 2003년 유네스코 무형 문화재 보호 

협약입니다. 협약에 따르면 무형 문화재는 '환경, 자연과의 상호작용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재창조되고 있으며,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실천'이 다른 것들 

사이에서 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산과 관련된 자연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을 촉진하는 것은 이 협약

에서 계획된 안전 조치 중 하나입니다. 무형유산에 관한 환경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다루는 본 협약의 장 내에서 이행하기 위한 운영지침

에서도 탐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을 표현하는데 필요한 자연공간

에 대한 공동체, 단체, 개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무형문화재 보호 윤리원

칙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라트비아의 한 민요에는 자연과 인간의 모습을 간결히 보여줍니다. 

광활하고 장대한 숲의 끝자락에 살면 

무슨 걱정이 있을소냐?

다섯 마리의 수사슴으로 쟁기질하고,  

여섯 마리의 어린 사슴으로 써레질하네.

인간과 자연의 상호연결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표현됩니다. 이러한 예

를 통해, 우리는 전 세계의 문화적 다양성과 생물학적 다양성에 대해 배웁니다. 

이러한 연결고리는 법률, 다양한 방법, 그리고 다양한 이유로도 표현됩니다.

법적 보호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에 대한 위협을 인식할 

때 주로 개발됩니다. 세계의 생물학적,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의 

발전은 그러한 세계적이고 위협에 대한 인식이 커졌다는 신호이며, 자연과 문화 

보호의 접점을 인정하면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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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자연과 문화 사이의 이러한 접점 및 역사적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환경법

과 유산법의 분야는 서로 손을 뻗으면서 특정한 법적 영역을 유지하는 동시에, 

같은 도로의 양면으로서 구별됩니다. 그러나, 둘 다 서로 얽혀 있고, 국내법에서

는, 자연 보호와 유산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연결 지점도 국가 차원에서 설

립되고 있습니다.

“환경법이 시행하는 보존방법은 자연자원의 관리를 다룰 때 전통적 지식과 관행

에 대한 존중과 관련된 이슈를 점점 더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전

통적 관행은 주로 오랜 역사, 특정한 형태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증명되었습니다.” (Osmose, 2020, 8)

세계 각지의 26개국에서 국가법과 관련된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국제 연구 프로

젝트 동안, 이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이제 막 모노그래프로 출

판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제롬 프로마게오 교수는 '무형문화유산과 환경법의 상

호작용'을 탐험합니다. 그가 분석하는 동안, 우리는 특히 (i) 산림 생태계의 관리

와 (ii) 습지와 수계의 관리를 위해 그러한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한 관습은 전통적인 관개 재판소와 같은 지역 관습법에 의존합니다. 

(iiii) 기후 변화와 자연 재해에 대한 재래식 공동체의 회복력에 대해 Fromageau 

교수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연의 보호와 관련된 이 문화

유산은, 무형 문화유산의 보호와 환경보존의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참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노하우와 사용은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으로 자연을 

보존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기여하며, 환경법을 집행하는 주의 규범에 보조적입

니다.”(Jerome Fromageau, 2020, 78).

다시 말해, 대부분의 경우, 지속가능성은 지역사회에 의한 천연자원 관리의 전통

적인 관행이 갖는 심오한 특성입니다. 이 연구에서도 관찰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전통적 관행이 생물 다양성 보호 법률과 상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

한 관행을 수용하기 위한 몇 가지 예외를 포함함으로써 이러한 긴장을 해소합니

다.” (Ibid, 79).

최근 '북유럽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서의 무형 문화재'에 대한 박

사 후 연구 프로젝트의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권리 기반 접근법' 이 지역의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삼림을 포함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이른바 “모든 사람의 권리”는 북유럽에서 보

호되어 민간 소유의 땅에서도 자연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합니다. 걷다가 육

지를 건너서 일시적으로 그 위에 머물며 꽃이나 열매나 버섯을 따는 권리를 의미

합니다. 한편, 자연환경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권리'가 국가무형문화재(예: 핀란드와 스웨덴)에 새겨져 있고,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에서도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발트해 국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서는 천연자원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특정한 전통적 관행이 국립공원이나 지역공원과 같은 보호구역에서 존중

되는 예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들이 전통문화 관행을 옹호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도 직

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규제되

는 물개사냥이나 물개 제품의 거래와 같은 지역 규제에 관한 조언이 필요하며, 

지역 규제에 관해서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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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  무형문화재 보호와 환경보호의 조화로운 공존은 천연자원의 이용 규

모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용이 지역사회와 그들의 생

계에 관한 한, 대부분의 경우 전통적 관행은 매우 지속가능합니다.

■  토착사회와 지역사회의 권익과 권리는 향후 법적 발전에서 지속적으

로 다뤄져야 하며, 국제무형문화재법을 탐색하여 이를 목적으로 활

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에는, 전통적인 관행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법에 예외가 적

용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국가 차원에서 무형유산 보호와 환경법 사

이의 상호연관성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에 대해 아직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이행과 유네스코 2003협약에 통합되

는 것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무형유산과 환경 보호의 접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인식 제고를 증진시킬 것으로 믿습니다.

■  전반적으로, 환경법에 의해 잊혀진 다양한 전통 문화 관습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법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전히 적극적인 

지지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법률 분야인 무형유산 보호와 환경 보호는 인류와 세계 생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생물학적,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중요한 목표를 가지

고 있습니다.

Abstract

Exploring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e possible role of laws in protecting bot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nature amidst such interactions. Looking a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related laws in intersection with environmental regulations.

Paper

‘Natur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ve been developed as two distinct 

concepts; and as such, they are used in various discourses. Some may, however, 

see natur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being one. In other words, one 

may see intangible heritage as part of humans living in the world, being and 

interacting both among humans, and with other parts of nature. Nevertheless, I 

will pursue the distinct use of these concepts, as it is also the way legal discourse 

has been dominantly shaped internationally, as well as domestically, at a global 

scale. 

Natur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Law

Anita Vaivade 
Assistant Professor, Latvian Academy of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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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e profoundly and closely 

intertwined. 

■  Humans sustain their livelihoods through the use of natural resources 

and through a continuous advancement of knowledge in this respect;

■  Natural raw materials are used for expressing human creativity in 

diverging forms, for instance, through crafts that have both functional 

and aesthetic values;

■  Humans shape landscapes, create soundscapes, they dwell in nature, 

learn from nature and get inspiration from nature for their thinking and 

being in the World, and thus they also build their identities upon nature;

■  Humans also express their knowledge and beliefs about nature in their 

diverse languages, developing conceptions and vocabularies, that may 

further be transmitted through stories, poems and songs.

As one may read, for example, in a Latvian folk song, one among numerous 

such concise folklore texts revealing human being and living in nature,

What could be wrong in living beside

The edge of a vast, mighty wood?

Five stags had I to plough my land,

And six young deer to harrow it.

Interconnections between humans and nature are expressed in so many 

diverse and creative ways. Through such examples, we learn about both cultural 

and biological diversity worldwide. These connections are also expressed in law, 

in various ways and for various reasons.

Legal protection is dominantly developed at moments of recognizing 

threats to something we value and wish to be respecte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for protecting the World’s biological and cultural diversity 

was a sign of such global and growing awareness of threats, and they were 

acknowledged while recognizing points of junction between nature and culture 

protection. 

■  In 1972, UNESCO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was adopted, recognizing that ‘cultural 

heritage and the natural heritage [were] increasingly threatened with 

destruction not only by the traditional causes of decay, but also by 

changing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  Two decades later, in 1992,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witnessed 

a global concern that ‘biological diversity is being significantly reduced 

by certain human activities.’ In this Convention, the cultural value 

of biological diversity was also recognized, as well as ‘the close and 

traditional dependence of many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embodying traditional lifestyles on biological resources.’

■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followed in 2001, globally 

recognizing ‘the contribu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also with regard 

to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he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and fostering synergies between modern science and local knowledge.’

These are only some references to the points of junction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in the field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nother point of junction was the 2003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cco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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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Conventi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constantly recreated […] 

in response to [...] environment, [and] interaction with nature,’ and it is ‘[…] 

manifested inter alia [in] […] 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 

Promoting education for the protection of natural spaces associated to 

such heritage, is one of the safeguarding measures envisaged in the Convention. 

The care for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relation to intangible heritage are 

additionally explored in the Operational Directiv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within their chapter that addresses sustainable development. 

Also, ensuring ‘access of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to the [...] natural 

spaces [...] whose existence is necessary for expressing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among the Ethical Principles for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espite these junction points and historical parallels between nature and 

culture in law, the fields of environmental law and heritage law remain distinct – 

as two sides of the same road, reaching out to each other, while keeping distinct 

legal territories. Both are, however, intertwined, and junction points are also 

being established at national level, in domestic laws, finding balance between 

protecting nature and safeguarding heritage.

‘ More and more preservation methods implemented by 

environmental law take under consideration issues relating to the 

respect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practices when dealing with 

the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Indeed, these traditional practices have largely proven, because 

of their long history, their capacity to preserve certain forms of 

biodiversity.’ (Osmose, 2020, 8)

This has been observed during an international research project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lated national laws in twenty-six countries 

from various regions of the World.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just been 

published in a collective monograph. In there, our colleague Professor Jérôme 

Fromageau explores ‘The interactions betwee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environmental law’. As he analyses, we may observe such interactions, in 

particular, for: (i) the management of forest ecosystems; and (ii) the management 

of wetlands and water systems. In some cases, such practices rely on the respect 

of local customary law, for example, traditional irrigation tribunals. Concerning 

(iii) the resilience of traditional communities to climate change and natural 

disaster, Professor Fromageau writes:

‘ Overall, this cultural heritage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nature, transmit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participates 

in maintaining a balance between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e necessity to preserve the environment. 

 In most cases, the know-hows and usages explicitly or implicitly 

contribute to the ultimate goal of preserving nature and are 

auxiliary to states’ norms enforcing environmental law.’ (Jérôme 

Fromageau, 2020, 78)

In other words, in most cases, sustainability is profoundly characteristic 

to the traditional practices of the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by local 

communities. As it has also been observ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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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ven if it is true that certain traditional practices conflict with 

legislations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biodiversity, many of 

these laws address this tension by including some exceptions to 

accommodate these practices.’ (Ibid, 79)

In the context of recently undertaken postdoctoral research project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Resour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Northern Europe: Rights-Based Approach’, let I would like to give some examples 

coming from this region.

So called ‘Everyman’s rights’ to enjoy nature, including forests, are 

protected in Northern Europe ensuring public access to nature, also on private 

lands. It means the rights to walk and cross the land, temporarily stay on it and 

pick flowers, berries or mushrooms. Meanwhile, there is the obligation to remain 

considerate and respectful towards natural environment.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Everyman’s rights’ are inscribed on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ventories, for instance, in Finland and in Sweden, and it is practiced also in 

Norway, and some other countries.

In the Baltic countries, Estonia, Latvia and Lithuania, we see examples 

where certain traditional practices of local communities, related to the use of 

natural resources (such as harvesting wild berries), are respected in the case of 

protected areas, such as national and regional parks. 

These examples, however, do not mean that no difficulties would be faced in 

advocating for traditional cultural practices. Sometimes, such advocation is needed 

and is carried out regarding regional regulations, for example, concerning seal hunt 

and trade in seal products, which is regulated at the European Union level.

In conclusion, some general observations:

■  A harmonious coexistenc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afeguarding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remains conditioned by the scale of use of 

natural resources. As far as such use concerns local communities and their 

livelihoods, traditional practices are, in most cases, profoundly sustainable.

■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need to 

be continuously addressed in further legal developments; and there is a 

potential in exploring the inter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aw 

and putting it in use for this purpose. 

■  At some occasions, exceptions are introduced in environmental law for 

sustaining traditional practices, however, we still know too little about 

the way the interconnection between intangible heritage safeguarding 

and environmental law is addressed at national level.

■  Therefore, I believe the global atten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their integration in the periodic 

reporting on the UNESCO 2003 Convention, will enhance the awareness 

raising at national level worldwide on the junction points between 

intangible heritag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  Overall, there is still advocacy needed to raise awareness in law about 

the values and sustainability of various traditional cultural practices that 

have may been left into oblivion by environmental law. 

In the end, these two fields of law – intangible heritage safeguarding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 have the same overarching goal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human being and living in the World, and to do so with respect 

towards both biological and cultural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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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은 초자연적인 재앙에서도 공동체를 견디게 하는 살아남을 수 있는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안정의 원천입니다. 필리핀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

역 주민들은 전염병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공동체 생활 전통을 기반으

로 한 토착민 의료 관행을 부활시켰습니다. 

토착 의료관행이라는 무형문화유산은 1820년대 콜레라 대유행과 1920년대 스

페인 독감 대유행을 물론 2020년 COVID-19 대유행에서도 두드러집니다. 

스페인 식민 통치기간 동안 필리핀을 휩쓴 1820년대 콜레라 유행병은 보건과 위

생에 근거한 법률을 발전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역사학자 암베스 오캄포는 당시 

파치아노 리잘 박사의 편지 서신에서  19세기를 괴롭혔던 콜레라 상황에 대해 

생생하게 서술했습니다. 

“콜레라가 번화한 비논도 마닐라의 산니콜라 항구에서 인근 불라칸 

지방까지 퍼지자, 운반책들이 머물렀던 집은 즉시 불에 탔습니다. 초

기에는 항구가 전염되었다고 알리지 않기 위해 관리들은 조심스럽게 

이 사건을 숨기고 있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상승세였던 수출에 부정적

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

에릭 제루도

필리핀 산토토마스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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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시스템 구축, 전시장 점검, 캔디와 아이스크림 판매업소 위생감독; 유기견들

의 안락사."등의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약초를 이용한 치료나 루가우(쌀과 생강, 

닭고기로 만드는 필리핀식 쌀죽) 같은 민간요법들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조치 이면에는 의료진의 파업, 사퇴 및 사망으로 전염병을 퇴치하는 과정

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관료들의 계급 및 서열에 기반한 책임

전가는 상황을 악화시켰고, 이는 교도소, 나병 집단과 같은 취약층의 대한 비상 

계획 수립을 전무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 미국 정부는 1차 세계대전에 인

력을 투입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스페인 독감과 같은 전염

병 관리 지침이 1919년 발간되어 전염병 확신 예방에 대한 관한 필수적인 정보

와 프로토콜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전 세계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공

포와 불확실성으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2020년 3월 15일, 로드리고 두테르

테 대통령은 필리핀 전역에 두 달간의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보건부 감독 

하에 지방 공무원들이 따를 수 있도록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열흘 뒤,  

두테르테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30가지의 특별권한을 대통령

에게 부여하는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필리핀의 문화 정책 결정 기구인 국립문화예술위원회(NCCA)는 코로나 사태로 

실직한 문화 종사자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

다. 필리핀 정부 산하 재난방지 부서는 문화 종사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엄

격한 봉쇄 기간 동안 약 15,000명의 프리랜서 예술가들에게 7,680만 파운드에 

달하는 현금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가 문화 산업에 미

치는 영향의 규모 파악을 위해 NCCA 기관이 온라인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전염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정부는 홍콩에서 공급된 플란넬 담요와 약품들을 지방

으로 배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총독은 또한 상한 과일, 고기, 그리고 버려야할  생

선을 확인하기 위해 마닐라의 공공 시장을 조사했습니다. 말린 생선(투요)이나 새

우 페이스트(바구엉)와 같이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은 유통이 금지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저녁에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일부 미사는 심지어 이른 새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병자의 수호성인 산로크를 위한 9일 기도 (카톨릭 기도의 종류 

novenas)가  끊임없이 낭송되었습니다. 성직자들은 사람들의 정신적 안정을 가

져오기 위해 힘썼습니다.

관료들은 필리핀 항구에서의 검역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스

페인 식민정부는 사람들의 건강과 위생에 관한 몇 가지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특

히, 필리핀 식민지를 위해 1884년 마드리드 지방 위원회와 위생 위원회가 발행

한 “콜레라 발생 시 주의사항을 포함한 위생 및 소독관련 절차”를 발표하였습니

다. 

역사학자 프랜시스 겔로고는 1920년대 필리핀에서 발생한 스페인 독감 대유행을 

광범위하게 연구했습니다. 그는 미국 식민지 관료들의 심각성의 결여가 공공 보건

과 공공 보건 통계에 대한 오판까지 초래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질병은 마닐라 항구의 수로를 따라 있는 긴 해안인들과 다른 노동자들에게 전파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필리핀 보건 통계에 따르면, 스페인 독감으로 7만명에서 

9만명이 사망했습니다. 1,000명당 평균 8명이 사망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해양과 육지의 검역 조치로  "감염성 질환 예방 교육, 의약품 및 예방을 

위한 주지사항 배포, 주택 및 청소 위생질서 점검, 안티폴로(Antipolo)지역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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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NCCA는 동시에 필리핀 문화 교육 프로그램(NCA-PCEP)은 코로나 같은 

국가적 위기 중 문화적 회복력과 생존에 관한 지역 사회의 토착적 관행을 문서화

하여, 기본 교육의 학습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가톨

릭 교회는 폐쇄되었지만 이는 사람들에게 강한 헌신의 이미지를 전달하였습니

다. 교회 창문이나 문에 그려져 있는 종교적인 이미지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위안

을 주었습니다.

코딜레라 전통적 지도자들은 공공 복지를 우선시 하면서 지역 통치에서의 결정과 

행동의 사회적 영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니파시오 라크와산 주니어 주지사에 

따르면, "토착 민족으로서, 우리는 토착 지혜를 보유한 이들의 말을 경청합니다. 

토착민들의 지혜는 태곳적부터 우리 민족을 안전하고 강하게 지켜왔습니다."

2020년 3월 30일, 필리핀이 범국가적 식량 문제를 겪자, 가비온 시장은 페이스

북 계정을 통해 그의 지방 정부가 국가 복지 기관으로부터 구호 식량 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대신, 그는 국내의 더 많은 빈곤 지역에 보내줄 것

을 요청했습니다.

의무적인 마을 봉쇄조치는 각각의 토착언어를 사용하는 그룹에 의해 자발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칼링가 주에서는 조치 첫 번째 날에 지역사회 휴일로 제정되었

습니다. 테어(Te-er)라는 그룹은 농부들에게 가구원 및 작업 그룹 간의 작업 할

당을 결정하고 사용 가능한 자원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의무적인 

휴식일에는 중노동으로부터의 육체적인 피로를 줄일 수 잇도록 합니다. 그리고 

테어는 일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집중적인 관

심을 모으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티어는 창테이라고 불리는 소금에 절인 고기와 함께 닭을 바치는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마친 후, 원로들은 나무와 집 앞에 카라바오 두개골, 그

리고 티켄이라고 하는 식물을 매달았습니다. 이것은 마을 안팎에 지역 주민들이 

출입하거나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풀 뭉치를 마

을 초입에 눈에 잘 보이게 배치하여 들어가지 말라는 금기 신호를 보냅니다. 

사가다 마을에서, 3월 21일, 원로들은 코로나와 다른 질병들을 보호하기 위해 루

마웨그 (Lumaweg)를 호출하면서, 세디 (Sedey)를 했습니다. 본톡의 수도에서, 

존경 받는 장로인 Changar Fakat은 지난 3월 30일에 닭의 내장에서 점괘를 읽

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의미에서 몇일간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토착언어 공동체들은 "아누드(anud, 강물에 떠 내려보내다)"와 관련된 비슷한 문

화유산을 공유합니다. 이에 따라 이타위트에서는 '아나누드', 이바나그에서는 '파

누드', 요가드에서는 '아방', 갓당에서는 '가키트'라 부릅니다. 이 전통은 지난 8월 

16일 Amulung에서 행해졌는데, 여기서 주된 아이디어는 코로나를 저지하기 위

해 재물을 강을 따라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는 역병, 질병, 불운 또는 "앙굴"을 

막으려는 다양한 의도가 있습니다. 일련의 역병을 예방하기 위한 축제를 준비하

는 것, 특히 아이들이 바다에서 놀거나 목욕할 때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강의 신

과 영혼을 달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준비를 위해 바랑게이 지역의 관료들이 참

여하여 대나무로 만든 보트, "발사(balsa)"를 짓는 것을 도왔습니다. 또한 많은 개

인들과  원로들이 보트를 꾸미는 것을 도왔습니다.

목수들은 목수를 하기 전에 몸을 닦아야만 합니다. 발사는 '부호(buho)'라고 불

리는 대나무 14개, 13개 또는 12개로 겹겹이 만듭니다. 발사에는  포도주를 부어

야만 했습니다. 공사가 끝난 후, 자연에 대한 상징을 장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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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 내부에는 찹쌀, 쌀, 병아리, 아레카 너트(nganga), 담배, 술(anisado)으로 

채웠습니다. 때로는, 붉은 띠와 귀걸이를 한 돼지머리를 싣기로 합니다.

소르카노라고 불리는 부족장의 집에서부터, 네 명의 젊은 남자들이 파나타라는 

영적 의식을 위해 어깨에 발사를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이타윗(Itawit) 부족의 전

통복장을 한 소르카로는 군중들을 이끌었는데 군중들은 배에 아픈 아이들의 옷 

조각이나, 몸을 닦은 천 조각,  그리고 동전을 던져 넣었습니다. 

강둑에 발사를 내려놓는 동안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며 음악을 즐기는 행사가 이어

졌습니다. 발사가 강물을 따라 떠내려가자 소르카노는‘달루게이(dalugay)’라고 

소리치며 신들을 부릅니다. 그는 신들을 소환하여 공동체가 바친 제물을 받게 합

니다. 이 의식을 지역공동체의 질병을 물리치고, 아이들을 죽음으로부터 구해냈

습니다. 

민다나오 섬은 필리핀에서 토착민들의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다바

오시는 루마드, 오부마누부, 마티가사로그, 바고보 클라타, 바고보 타가바와, 아

타, 이라눈, 마근다나온, 타우수그, 사마, 마라나오, 카간 부족 등 총 11개 공동체

가 함께 공유하는 유산 지역입니다. 

다바오시 정부는 부족들을 위해 친환경 박물관인 카다야완(Kadayawan) 부족 

마을에 개설하였습니다. 이 공간에서 부족들은 그들 지역사회의 토착 전통과 관

습을 행하는 것을 허가받았습니다. 

코로나로 필리핀이 봉쇄를 시작한 후에, 아타(Ata) 부족은 병을 막기 위한 의식

인 ‘파누밧두패드 (Panubadtupad)’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아타 부

족의 지도자 다투 루마용 바이운통 (Datu Lumayong Bayuntong)은 추수에 대

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확인을 상징하는 흰 닭을 죽여 전통의식을 거행하였습니

다. 그는 불운, 사고, 재난 또는 앞으로 다가오는 나쁜 징조들을 막기 위해 닭피

를 집의 네 귀퉁이에 흩뿌렸습니다. 피를 흘린 뒤 닭이 쓰러졌을 때 닭의 머리가 

동쪽을 향한다면 그것은 길조를 뜻하는 것이고, 닭의 목이 서쪽을 향해 쓰러진다

면 당면한 문제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했으며, 닭의 머리가 북쪽이나 남쪽을 가리

킨다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앞으로의 일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은 자연, 환경, 사회, 역사를 이해하려는 인간의 의미 있는 활동입

니다. 또한, 우리가 자연과 우주와 함께 상호 교류를 함으로써 형성됩니다. 필리

핀 인류학자인 에프 란다 조카노 (F. Landa Jocano)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삶은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며, 맥박은 그러한 표출이다. 이 조화

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맥박을 거꾸로 뛰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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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ing the excerpt from the 2003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Conventi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constantly recreated by 

communities and groups in response to their environment, their interaction with 

nature and their history..." ICH is about people's values, particularly people's 

harmonious relations with nature. When our body is not in balance in the 

Philippines, healers or doctors take our pulse or puls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the source of psycho-spiritual stability 

for the community to survive supernatural ruptures. Even with the Philippine 

government's directives, community living traditions dictated the resurgence 

of indigenous health care practices to spare local peoples from the pandemic. 

This ICH narrative was evident during the Cholera pandemic in the 1820s and 

the Spanish Flu pandemic in the 1920s, resonating the COVID-19 pandemic of 

2020.   

The 1820s cholera pandemic that swept the Philippines during the Spanish 

period was a scourge that evolved legislations based on health and sanitation. 

Gleaned from the correspondence of Paciano Rizal to his brother Dr. Jose Rizal, 

our national hero, foremost historian Ambeth Ocampo graphically narrated the 

cholera situation that plagued the 19th century. 

Role of the State i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afeguarding in the COVID-19 Pandemic

Eric Babar Zerrudo
Assistant Professor of University of Santo Tomas

Once cholera spread from the busy port of entry San Nicolas in Binondo 

Manila to the nearby province of Bulacan, the house where the carriers stayed 

was immediately burned. In the beginning, the officials were hiding the incident 

carefully, so that they would not declare the port dirty and consequently, 

negatively disrupt the bullish export trade. 

The rapid spread moved the Governor-General to order Flannel blankets 

and medicines from Hongkong to be distributed to the provinces. He inspected 

Manila's public markets to check on spoilt fruits, meat, and fish needed to be 

thrown away. Food that could cause the disease, such as dried fish (tuyo) or 

shrimp paste (bagoong) were forbidden.

The people went to early morning church masses and attended the 

processions every night. Some processions even continued until the early 

daybreak. Novenas for San Roque, Patron Saint of the Sick, were recited 

incessantly. Priests were everywhere to bring spiritual aid. 

The officials scrambled afterward to fix quarantine procedures in Philippine 

ports. Spanish legislation was passed to ensure health and sanitation. Specifically, 

the Cartilla Higienica y de Desinfeccion con las precauciones que deben tomarse 

en el caso de una invasion colerica, was issued by the Provincial Commission and 

Council of Sanitation of Madrid in 1884 for the Philippine colony.  

Historian Francis Gealogo extensively studied the 1920s Spanish 

flu pandemic in the Philippines. His introductory discussion highlighted 

the American colonial officials' lacked seriousness that even led to the 

misinformation on public health and miscalculation on public health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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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March 15, President Rodrigo Duterte declared a two-month lockdown 

on the whole Philippines. The government provided general guidelines for local 

government officials to follow under the Department of Health supervision. 

On March 25, he signed into law the Bayanihan to Heal as One Act (RA 

11469), which granted the President 30 special powers to address the country's 

COVID-19 outbreak.

The National Commission for Culture and the Arts (NCCA), the country's 

cultural policy-making body, supported the program to extend financial help to 

displaced cultural workers. The Assistance Program for Cultural Workers under 

the State of Calamity provided cash assistance that amounted to $ 1.54 million 

dedicated to almost 15,000 freelance artists during the strict lockdown.

To grasp the magnitude of the COVID-19 impact on the cultural sector. 

Recently, NCCA launched the On-line Survey on the Impact of the COVID-19 

on Culture and the Arts. 

Furthermore, simultaneously, the NCCA Philippine Cultural Education 

Program (NCCA-PCEP) initiated the Dunung Katutubo Program, gathering of 

documentation of local community indigenous practices on cultural resilience 

and survival during the crises.  

The Catholic Church was locked down but developed practices to 

communicate the devotion of powerful images to the people. The Dungaw 

tradition, the appearance of religious images through church windows and 

doors, provided spiritual comfort to the community.  

The source of the disease was attributed to the longshoremen and other 

laborers along the Manila port's waterfronts, indicative of the foreign origin of 

the disease from other parts of the world. Based on official Philippine Health 

statistics, the Spanish influenza pegged 70,000 – 90,000 deaths with 6.8 – 9.2 

deaths per thousand. 

Marine and land quarantine was imposed. "Various activities were 

conducted during lockdowns such as lectures on prevention of communicable 

diseases; distribution of medicine and anti-influenza bulletins; inspection of 

houses and sanitary orders for cleaning; construction of closets of Antipolo 

system; inspection of all market places; sanitary supervision of establishments 

on sale of candy and ice cream; poisoning of stray dogs." Folk practices on herbal 

medicine and lugaw, rice porridge with ginger, and chicken remerged. 

Behind these measures, problems were encountered in combatting the 

epidemic—retaining the health personnel due to resignation. There was the 

blame game that ensued within the ranks of colonial officials. There was no 

contingency plan for highly congested areas during the outbreak, such as prisons, 

leper colonies. The American government was preoccupied with the deployment 

of personnel to World War I that overlooked the epidemic's gravity.

In the end, a manual for the management of communicable diseases 

was published in 1919, which provided essential information and protocols on 

influenza. Caught unaware in the first quarter of 2020, the whole world panicked 

with fear and uncertainty on the new coronavirus (the COVID-19) that emerged 

from Wuhan, China. To survive, people called for a healthy ecosystem, holistic 

well-being, and foo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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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untain Province is one of the provinces comprising the Cordillera 

region, including Benguet, Ifugao, Kalinga, Apayao, and Abra. 

Cordillera traditional leaders prioritize public welfare, emphasizing the 

social impact of decisions and actions in local governance. According to Gov. 

Bonifacio Lacwasan Jr., "as indigenous peoples, we listen to bearers of indigenous 

wisdom, it has kept our people safe and strong since time immemorial."

On March 30, with the rampage for food relief, Mayor Gabion 

Ganggangan of Sadanga, Mt. Province declared in his FB account that his local 

government would not get relief food packs from the national welfare agency. 

Instead, he requested that this be given to more deprived areas in the country.

Compulsory village confinement is invoked in the Mt. Province called 

te-er, tengao, sedey, far-e, cabaya, or tungao by different ethnolinguistic groups. 

In the adjacent Ifugao province, it is called tungoh or tungao in other Ifugao 

languages. In Kalinga province, it is called ngilin, a rest day imposed on the 

community on the first day of the wake. 

Teer happens before and after a chono. Chono refers to the elaborate feasts 

of merit among Bontok, Mountain Province. Te-er gives farmers time to decide 

on work allocations among household members, assess available resources, and 

enforce physical rest from heavy labor, which arrests physical exhaustion. Te-er 

is also resorted to during critical environmental constraints mainly to contain 

the spread of sickness and pestilence. Te-er served as a means to gather the 

community's focused attention on critical issues that affect the general welfare. 

With the Luzon enhanced community quarantine (ECQ) at the height of the 

COVID-19 pandemic, the Mountain Province sourced from their living tradition 

on the institution of the te-er/tengao. 

In one area in Mt. Province, te-er is conducted with the offering of chicken 

with salted meat called changtey. After the ritual, the elders put or hang plant 

cuttings of tiken (scientific name) on trees, carabao skulls in front of houses, or a 

bundle of grass tied loosely. This signifies no entry or no movement of locals in 

and out of the village.

In Sagada town, the elders performed the sedey on March 21, invoking 

Lumaweg to protect the COVID-19 and other diseases. In Bontoc's capital city, 

a revered elder, Changar Fakat, performed a manengtey last March 30, which 

involved divining omens from the chicken's internal organs. Fires were kept 

burning for several days as protective charms against the virus.

The Cagayan Valley Region is the Itawit, Ibanag, Yogad, and Gaddang 

indigenous peoples domicile. This region comprises the provinces of Nueva 

Vizcaya, Isabela and Cagayan and traversed by the El Rio Grande de Cagayan.

The four indigenous communities share similar heritage related to "anud" 

or "swept by the river." Accordingly, it is "Ananud" in Itawit, "Panud" in Ibanag, 

"Abang" for Yogad, and "Gakit" for Gaddang.

As narrated by Harold de la Cruz, culture bearer of the Itawit, the tradition 

was performed last August 16 in Amulung, where the main idea was to make a 

floating vessel full of offerings, to be swept along the river to stem the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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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various intents such as to ward off pestilence, sickness or bad 

luck or "angul"; to prepare for a festival to prevent a sequence of adverse events; 

to appease the deities and spirits of the river not to get lives, particularly of 

children, as they play or bathe in its waters.

Preparation involved the barangay officials who sponsored the bamboo 

boat's construction or "balsa" while private individuals do decors. The carpenters 

had to clean themselves before doing the carpentry, composed of 14, 13, 

12 layered combination of "buho" bamboos. Then, bamboo balsa had to be 

spilled over with wine. After construction, nature motif paper cut-outs were 

embellished. 

Inside the "balsa "platform, offerings were laid out ceremoniously. There 

was sticky rice, plain rice, chick/s, areca nut (nganga), tobacco (cigarette), wine/ 

liquor (gin formerly anisado). In extreme cases, a pig's head with a red band and 

earrings was required.

From the house of the sorkano, four young men with a spiritual 

commitment to the ritual (panata) carried the boat on their shoulders. The 

sorkano, in traditional Itawit attire, led the procession of people who often 

inserted clothing of sick children, inserted pieces of cloth wiped from their 

bodies, or dropped coins on the boat. 

At the riverbank, a ceremonial revelry of dancing, singing, and music 

ensued while the boat laid on the ground. As the boat flowed along to current, 

the Sorkano shouted, called the deities in a "dalugay." He summoned the deities 

to accept all gift offerings, keep the community from sickness, spare the children 

from the deaths.        

The Mindanao island has the highest concentration of indigenous 

communities in the whole country. Davao City is a shared heritage place by 

11 tribes, namely- Lumad- Obu manuvu, Matigsalog, Bagobo Klata, Bagobo 

tagabawa, and Ata Tribes; Muslim- Iranun, Maguindanaon, Tausug, Sama, 

Maranao, and Kagan. 

The City government developed the Kadayawan Tribal Village, an 

ecomuseum for the tribes to care for and utilize. Here, tribes were allowed 

to conduct their indigenous ceremonies in their lot of space to practice their 

community traditions and customs.

After the strict lockdown of the whole country, the Ata tribe requested to 

conduct a "Panubadtupad" ceremony to ward off the sickness. Led by their Tribal 

leader, Datu Lumayong Bayuntong, he began with a white chicken in front of the 

village house. The meaning of the white chicken was a form of thanksgiving and 

guided the ways and activities of the future. 

He killed the chicken and dripped the blood in the four corners of the 

house to ward off bad luck, accidents, disasters, or other forthcoming omens. 

After the blood-letting, the chicken gasped and collapsed. If the head pointed 

the east, auspicious events augur in the future, while prudence had to be taken 

for the imminent problems to the West. If the head pointed to the north or south 

direction, each community member would be responsible for all actions.        

ICH is a meaning-making activity of man to make sense of nature, 

environment, society, and history. ICH is our interaction based on the heartbeat of 

nature and the universe. According to our Filipino anthropologist F. Landa Jocano, 

"life is conceived by people in harmony with nature, the pulse is its expression. 

Anything which tends to interfere with this flow of harmony upsets the pulseb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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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혹자는 21세기를 대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중 하나가 생태주의라고 말한다. 자

연이 급속도로 오염되고 파괴되는 상황 속에서, 인간 또한 생태계의 일부로서 자

연과 상호관계를 맺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

는 우리에게 생태 위기가 인류의 위기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일상이 되었다. 인

류의 일상을 침범한 현재의 감염병도,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로 인한 자연 생태계

의 교란과 무관하지 않다. 자연환경의 변화는 생태계의 기능 및 인류 생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지구의 생물다양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생물체에 직·간접적

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늘날 인간 활동이 전 지구적으로 점점 다양해지면서 무분별적으로 자원을 소

비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축적된 지식과 관습들은 자연자

원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사용되기도 했다. 세

대를 통해 축적되고 변화해 온 전통지식, 가치 및 관습들은 오랫동안 인간사회

가 그것들을 둘러싼 자연환경과 상호작용하도록 이끌어 왔다. 예컨대, 한국의 해

녀들은 자연친화적 어로 활동을 하면서 경험으로 축적된 해양 지식과 방식 그리

고 동료 해녀를 배려하는 공동체 정신은 세대를 거쳐 전승되고 있다.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환경과 관련된 지식, 가치, 및 관습을 포함하는 무형유산은 자연자원

에 대해 필요시 더욱 지속가능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진화하고 적응해 나갈 수 

우리, 다 함께 무형유산

무형문화유산청년네트워크(한국전통문화대학교)

있게 하며, 더 나아가 공동체들로 하여금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의 위기에 더 나은 

대응을 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무형유산은 자연과 상생해온 인류가 세대를 이어가며 시대에 맞게 변화

해왔고, 이 시대를 살아가며 문화유산 분야에서 활동할 청년으로서 우리의 역할 

설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 흔히 청년은 유산의 명맥을 이을 전승 당사자이

며, 동시에 새로운 전통을 창조할 미래 세대라고 한다. 현재 무형유산을 전승하

고 공부하는 청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무형유산을 경험한 적이 드문 기존과 다

른 새로운 세대이다. 일상 속에서 쉽게 경험하지 못한 무형유산의 모습을 듣고, 

현재 지금 우리 대에서도 자연스럽게 공생하는 이상을 꿈꾸며 각자의 자리에서 

그 방법을 찾고 있다. 그러나 무형유산 분야에서 탐구하고 더 나은 안을 요구하

는 청년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도, 세계 각국의 청년들은 무형유산을 기반으로 한 활동들을 

통해 그들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무형유산 보호 및 진흥을 

위하여 우리가 노력했던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청년들이 무형유산을 매

개로 어떻게 노력하고 이뤄나가고 있는지를 말하고자 한다. 이를 살펴보고, 무형

유산 분야 청년들의 커뮤니티 형성과 적극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무형유산 청

년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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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 보호활동 사례1: 우리들의 이야기

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무형유산기록화실습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무형유산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강의인 ‘무형유산기록화

실습’은 무형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 기록

을 위한 기초 이론학습과 현장실습을 병행하

는 수업이다. 무형유산 기록화의 다양한 사례

를 통해 기록화의 목적과 의의를 알아봄으로

써 형식적 종류와 내용적인 특징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기록화 과정의 기초

를 실습하고, 현장 경험과 실무의 기초를 다

지는 것이 본 수업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보고서의 양식과 

작성법 등에 배우고 이를 실전에서 적용하는 연습을 한다. 현장실습으로는 국립

무형유산원에서 매년 주최하는 ‘대한민국 무형문화재대전’을 방문하여 답사 전 

각자 미리 선정한 개별 종목에 대한 현장 기록화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1차 발표

를 진행한다. 이후에는 무형유산 종목에 대해 자유롭게 기록화 주제를 각자 선정

하고 사진, 영상 등 선호방식을 이용해 기록화작업 결과물을 학우들끼리 공유하

며 각 종목과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2)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는 내외국인 대학(원)생 100명으로 4인1팀으로 

선발해 활동하는 청년 대상의 단체연합회이다. 청년 지킴이 활동은 인류무형문

화유산을 포함해 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 분야로 구성되며, 크게 정책기획, 교육 

및 홍보, 현장 활동을 수행한다. 정책기획에 관해서는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청

년들의 정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책

의 프로젝트와 콘텐츠를 기획하여 네

트워크와 캠페인 등을 실행한다. 교육 

및 홍보를 위해서는 세계유산의 이해

를 위한 온 오프라인의 홍보활동이 이

루어지며, 현장 활동으로는 세계유산 

보호 모니터링활동, 환경정화로 구성된다. 2011년부터 시작된 대학생 및 대학원

생들의 문화재 운동 대표 브랜드로 한국의 유네스코 유산을 보호하는 문화를 전

파하고 청년계층의 보호 활동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시작된 청년지킴이 활동이

다. 지킴이 간의 유·무형유산 관심 분야를 공유하며 학술적인 측면에서 상호 교

류가 이루어졌으며, 학술·체험·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대중들에게 전달하는데 일조했다.

3) 2019 대전무형문화재를 기록하는 대학생 아키비스트

대전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청년 참여 프로젝

트이다. 대전무형문화재 제11호 단청장 이정

오를 그 주제로 그의 생애 이야기를 발굴하고 

사진, 글, 회화 등으로 전해지지 않은 이야기

를 기록하여 하나의 독립출판물로 발행했다. 

8명의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무형문화재를 기

록하기에 앞서 독립기록사와 함께 구술채록

과 현장기록법, 이야기 발굴을 통한 가시화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수한 스토리텔링 

기술을 이용해 이정오의 작업실인 동학사 학림사와 공방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기록이 이루어졌고, 각자의 시선을 통해 무형유산을 기록하고 이를 나누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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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을 구분하지 않고 대학생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이 사업은 청년들에

게 본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시선을 이끌어내면서 무형유산 분야에

서의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고 연결하며 공유할 수 있었다.

 다음과 같은 무형유산 관련 대학생 참여활동들을 하면서 이에 대한 우수성과 지

속적인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할 책임감 또한 느

낄 수 있었다. 그 가운데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통해서는 주요 목표 설정과 활동

에 대한 피드백,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 일련의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전공과 직

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고, 평소 문화유산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서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로 작용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문화유산 분야의 

특수목적대학으로서 이론을 공부하고 답사를 통해 경험하는 등 공유되는 실무 

관련 정보량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무형유산을 실제로 보호하고 활성화하

는 실천적 분야는 대부분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 무형유산을 전공하는 학생들마

저도 학교에서의 정규 커리큘럼 외에 무형유산과 관련된 활동들을 접하고 활동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경험과, 그들이 자발적인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부족한 실

정이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현장의 실연자와 연구자까지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

며 무형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자리의 마련이 필요하다.

무형유산 보호활동 사례2: 국내외 청년들의 이야기

사실 많은 고등교육기관이 그러하듯 이론을 넘어선 실천과 적용의 범주까지 모

든 부분을 학교에서 지도할 수 없다. 게다가 교통 및 통신 기술의 발전이 더딘 지

역의 경우라면 클럽 활동은 물론, 필요한 정보를 제때 습득하는 것조차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 살아

가는 오늘날의 청년들은, 환경을 고려한 무형유산의 보호와 보전 및 진흥을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시도하고 있다.

1) 코햄체(COHAMCIE) ― 무형유산 요소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상품 제작

먼저 대한민국에는 무형유산과 환경 및 생태에 대해 고민하는 코햄체의 청년대

표 박소영이 있다. 코햄체는 섬유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드는 업체로, ‘제주형 융

복합 문화콘텐츠 상품 제작 지원’과 같은 각종 사업 참여 및 공모전 수상 경력이 

있는 유망 스타트업이다. 제주해녀문화는 제주해녀들이 물질과 함께 생활에서 

생겨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한국의 무형문화재임과 동시에 유네스코

의 인류무형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실질적인 관심은 적은 편이다. 

더구나 근대화를 거치면서 네오프렌(Neoprene)이란 기능성 화학소재로 바뀐 해

녀복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제주도에서 해마다 1000벌 이상이 

버려지고 있다고 한다.

박소영 대표는 소외된 해녀문화와 환

경문제에 주목했다. 업사이클링은 버

려지는 물건에 디자인을 더해 전혀 다

른 형태로 변신시키는 작업으로, 새로

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단순

히 물건을 재활용하는 리사이클링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는 창조적 전승과 활

용을 주장하는 무형유산의 정신과도 맞닿아있다고 볼 수 있다. 박소영 대표는 버

려진 해녀복을 활용해 다양한 현대적 소품들뿐만 아니라 실제 해녀가 사용하는 

소품에 착안한 디자인 상품들도 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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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민족지학협회(SEA) - 온·오프라인 상의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 전개

한편 벨라루스에는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

적인 활동들을 펼치는 청년 NGO "Student Ethnographic Association(SEA)" 

(Belarusian: Студэ́нцкае этнаграфі́чнае тавары́ства (СЭТ))가 있다. 2014년 유

네스코 공식 승인을 받은 비정부기구가 되었고, 13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

원회에서 그 역할이 간략히 보고되기도 하였다. 지역의 무형유산을 기록 및 자료

화하기도 하고, SNS를 통한 소개와 홍보도 활발하다. 연구센터와 협력해 조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교육기관과 협력해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기도 한다.

현재 벨라루스 유일의 유네스코 무형유산 관련 비정부기구이며, 꾸준한 활동을 

통해 단체의 입지를 다지고 무형유산 분야에서 청년들의 사회참여 저변을 확대

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다만 웹사이트와 SNS가 현지어로만 운영되는 등 언

어적 장벽으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과 같은 한계가 존재하기도 한다.

3) 에리트레아(Eritrea) -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한 열망

청년단체의 활동이 활발한 국가가 있는 반면,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와 같

은 몇몇 국가들은 청년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자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

울이기도 한다. 2014-2018년 이루어진 에리트레아의 유네스코 프로젝트, 

“Strengthening the capacities of Eritrea for implementing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관련 내용을 살펴

보면, 특별히 청년 커뮤니티에 초점을 맞추어 무형유산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제

고를 도모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해당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서에는 미디어 매

체를 활용한 구체적 활동의 일환으로, 무형유산 보호에 있어 청년의 역할에 대한 

인터뷰와 관심 증진을 위한 워크숍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전반적 권

장사항으로 유네스코 클럽을 창설을 유도하고 있으며, 청년 활동 참여자 수를 더 

증진시켜야 한다고도 권고한다.

문화유산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고 개인 혹은 단체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는 청년들이 세계 도처에 존재한다. 또한 미래 세대의 전승 참여를 

높이거나 무형유산에 대한 인식 자체를 향상시키기 위해, 청년 커뮤니티 형성이 

필요한 곳도 여전히 많다. 따라서 청년들은 실천중인 좋은 활동과 프로젝트들을 

서로 공유해야 하며, 어려움을 겪는 학생 혹은 공동체를 위한 지원 및 협력 체계

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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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앞의 사례들을 통해서 현재 무형유산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청년들은 각자 

소속된 위치에서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인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부족, 정보 교류 및 소통의 한계 문제 등을 겪고 있다. 청년 

간 고민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무형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청년으로

서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할 수 있는 교류의 공간인 ‘네트워크’의 필요

성이 제기된다.

무형유산은 환경과 문화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생동감 있는 유산으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인식과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인류와 함께 발

전하고 공생해왔다. 그러나 최근 무형유산에 대한 사회의 생각을 살펴보면 무형

유산과 개인의 삶이 크게 관련이 없으며 향유자로서의 책임에 대한 인식도 낮다. 

이는 사회변화에 따른 무형유산의 인식변화도 큰 영향을 주었지만, 일상생활에

서 무형유산을 경험하지 못한 청년들의 접근이 어려워진 이유도 있다. 따라서 무

형유산 분야의 청년들 외에도 사회 각 분야의 청년들이 함께 교류하며 무형유산

의 보호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유롭게 의사 참여를 할 수 있는 장의 

다각화가 이루어지면 무형유산에 대한 유연한 이해와 소통이 형성되어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무형유산 나아가 문화 분야의 청년 지원은 활동지원을 위주로 진행되

고 있다. 청년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은 청년이기에 시도할 수 있는 여지를 제

공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다만 지원 사업은 보편적으로 단발성인 성격을 지니는 

경우가 많으며, 자연스럽게 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이 중단되면 청년의 활동도 지

속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무형유산 분야의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무형유

산 보호활동 제안 및 진행, 관련 단체와의 협력 등 젊은 층의 협의 체계를 구축하

기 위해서는, 청년의 주도성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주체적 활동을 할 수 있

는 안정된 구조가 확보되어야 한다.

과거 산업화 시대 당시 기술적 편안함과 발전을 위해 일구었던 성과들 이면에 남

겨진 환경파괴와 오염의 문제들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세대와 더불어 현재의 우리를 위하여 지속가능

한 발전을 함께 일구어 나갈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실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러한 한정된 자원과 소진되어가는 환경 속에서, 미래세대의 주역이 될 청년들은 

무형유산의 없어지지 않는 공유가치를 위한 보호와 활성화를 꿈꾸고 있다. 이를 

위하여 무형유산 청년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건강한 청년문화 생태계 형성과 나아

가 청년과 환경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실천에 대한 고민이 여러 분야에

서 이루어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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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Some say that one of the new paradigms representing 21st century is   ecology. In 

a situation where nature is being rapidly polluted and destroyed, humans are just 

beings that interact with nature as part of the ecosystem. For all of us who are 

preparing for the post-corona era, the ecological crisis, which can be called as the 

crisis of humanity, has become a daily life. Current infectious diseases that have 

invaded human life are not irrelevant to the disturbance of natural ecosystems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destruction. Changes in the natural 

environment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function of the ecosystem and the 

livelihood of mankind, and considering the biodiversity of the planet, there is a 

great deal of direct and indirect implications for the living creatures.

Today, as human activities gradually become more diverse around the world, 

they show a form of indiscriminate consumption of resources, but over time the 

accumulated knowledge and customs have also been used to minimize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use of natural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values and customs that have been accumulated and changed throughout 

generations, has long led the societies to interaction with the natural environment 

surrounding them. For example, based on the accumulated experience of the 

Korean haenyeo that engages in nature-friendly fishing, the marine knowledge, 

All together, Intangible Heritag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Youth Network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methods, and the spirit of the community that shows respect and care for fellow 

haenyeo have been passed down through generations. As a living heritage, 

intangible heritage, including knowledge, values, and customs related to the 

environment, enables the evolution and adaptation of natural resources for more 

sustainable use when necessary, and it further enables communities to better 

respond to natural disasters and the crisis of climate change.

As such, intangible heritage has been changed accordingly to generations 

who have coexisted with nature, and we ask questions about our role as those 

who are living in this era and as young people who work in the field of cultural 

heritage. t is often said that young people are the successors of the legacy and the 

future generation who would create new traditions. Currently, the fact that young 

people are studying and transmitting intangible heritage, and experiencing 

it in their daily lives, is an indicator of the new and different generation that 

is not alike former ones. Witnessing that intangible heritage being not easily 

experienced in daily life, we are, while having naturally coexisting ideals in our 

mind, also looking for the clues in our respective places. However, in the field 

of intangible heritage, there is lack of room for communication for the young 

people who seek better ideas and share their concerns.

Even under these circumstances, young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are passing their messages through intangible heritage related activities. In this 

presentation, we wanted to give a glance at examples of our efforts to protect and 

promote intangible heritage, and show how numerous young people are making efforts 

through intangible heritage. Looking at this, I would like to talk about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n “Intangible Heritage Youth Network” that enables the formation 

of community and active participation of youth in the field of intangible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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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angible Heritage Protection Activities, Case 1: our Story

1)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 Intangible Heritage 
Recording Practice

“Intangible Heritage Recording Practice” 

is a school discipline at the Department 

of Intangible Culture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that combines 

basic theoretical learning and field practice 

for systematic investigation and reco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y using various 

examples of intangible heritage recordings, 

we   find out the purpose and significance 

of recording, and then identify formal types 

and content features. Based on this, the ultimate goal of this class is for students 

to practice the basics of the recording process and to lay the foundation for field 

experience and practice. Learn types and ways of writing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report, and train applying this in practice. For on-the-job training, 

visited 'Korea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hibition' hosted annually by th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and recorded on-site individual events 

selected in advance before the tour, and made the first presentation. Afterwards, 

students freely selected the subject of recording for intangible heritage. and by 

using preferred methods such as photos and videos, the results of the recording 

work were shared with each other. Consequently, they could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each event and monitoring project.

2) UNESCO World Heritage Youth Keeper

The UNESCO World Heritage Youth 

Keeper is a group association for 

young people who are selected as a 

four-person team with 100 domestic 

and foreign university (graduate) 

students. Youth keeper activities 

consist of the fields of World Heritage 

and World Archives, including hum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largely 

carry out policy planning, education and promotion, and field activities. 

Regarding policy planning, in order to promote youth policy for world heritage 

protection, planned projects and contents of related policies and executed 

networks and campaigns. For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online and offline 

publicity activities for understanding the world heritage are conducted, as for 

the field activities, they consist of world heritage protection monitoring activities 

and environmental cleanup. It is a youth keeper activity launched in 2011 to 

spread the culture that protects the UNESCO heritage of Korea and encourage 

young people to participate in the protection activities as a representative brand 

of cultural heritage movement for university students and graduate students. 

Sharing areas of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interests between keepers, there 

was an academic exchange, which helped to convey the value of cultural heritage 

to the public through various activities such as academic, experience, and public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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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niversity archivist recording 2019 Daejeon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It is a youth participation project hosted 

by the Daejeon Cultural Foundation. 

Daeje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11 

Dancheongjang Lee Jung-oh is a main theme; 

we recorded parts of his life story that was 

unearthed, and stories that were not conveyed 

in photographs, texts, and paintings, then 

published as an independent publication. 

Consisting of 8 college students, prior to 

recording the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a workshop was held on visualization through oral record, field recording, and 

story discovery with an independent recorder. Using the storytelling skills, 

visited by turn Lee Jung-oh's workroom Donghaksa, and Hakrimsa Temples then 

made field records, and recorded intangible heritage through each perspective, 

and shared with others. This project, which was conducted only for college 

students, regardless of their majors, give opportunity to create, connect, and 

share new knowledge in the field of intangible heritage while drawing a variety 

of perspectives from young people throughout this project.

While engaging in student activities related to the intangible activities, we 

felt the necessity for excellence and continuous protection, and once again felt 

the responsibility for continuous promotion. Among them, through the Cultural 

Heritage Keeper (Guardian) activity, it was possible to carry out activities 

directly related to the major by performing a series of processes such as setting 

major goals, feedback on activities, and consultations with related organizations, 

and it served as an opportunity to rethink the usual attitude toward cultural 

heritage. It can be said tha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as a university with special purpose in the field of cultural heritage, has many 

practice related information to share such as studying theory and experiencing it 

through exploration, and many more. However, most of the practical fields that 

actually protect and revitalize intangible heritage are left to individuals. Even for 

the students majoring in intangible heritage, it is not an easy thing to be exposed 

to activities related to intangible heritage other than the regular curriculum 

at school. In addition, there is a lack of experience where young people could 

actively participate and speak out, as well as opportunities for them to grow as 

voluntary subjects. It is necessary to create a place where not only young people 

but also performers and field researchers are able to share their thoughts and 

continuously exchange on intangible heritage.

Case 2 of intangible Heritage Protection Activities: Stories of Young 

Adults at Home and Abroad

In fact, same as many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schools cannot teach 

everything from theory to practice and application. Moreover, in the  regions 

where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re behind in 

development, it is difficult to even acquire the necessary information on time, 

not talking about club activities itself. Nevertheless, young people today, living 

in different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rrangements, are attempting 

various activities to protect, preserve and promote intangible heritage in 

consideration of th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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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HAMCIE-Manufacture of upcycling products using elements of 
intangible heritage

First of all, on Korea we have COHAMCIE ‘s representative of youth people 

Park So-young, who is concerned about intangible heritage, environment, and 

ecology. COHAMCIE is a company that makes textile upcycling products, and is 

a promising startup that has won various business participation and competition 

awards, such as ‘Support for the production of Jeju-type convergence cultural 

contents products.’ The culture of Jeju haenyeo refers to all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ising from their way of life and diving. Despite 

being an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of Korea and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by UNESCO, there is little public interest in it. Moreover, the 

haenyeo clothes that have been changed to a functional chemical material called 

Neoprene through modernization can cause serious environmental pollution, 

and over 1,000 pieces are discarded every year in Jeju Island.

Representative Park So-young draw attention to the alienated haenyeo 

culture and environmental issues. Upcycling is a process that transforms a 

discarded object into a completely different form by adding a design, and it is a 

different concept from simply recycling the object in that it creates new value. 

This can be seen as being in contact with the spirit of intangible heritage that 

insists on creative transmission and 

utilization. Representative Park So-

young uses abandoned haenyeo 

clothes to produce not only a variety 

of modern products, but also design 

products that focus on goods actually 

used by haenyeo.

2)  Student Ethnographic Association (SEA) - On/Offline Development of 
Diverse and Vivid Activities

Meanwhile, in Belarus, there is a youth NGO "Student Ethnographic Association 

(SEA)" (Belarusian: Студэ ́нцкае этнаграфі ́чнае тавары ́ства (СЭТ)), which 

engages in systematic and effective activities to protect and revitalize intangible 

heritage. It became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officially approved by 

UNESCO in 2014, and its role was briefly reported at  the thirteenth session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ocal intangible heritage is being recorded and documented, as well as 

being actively introduced  and promoted through SNS. They conduct research 

in cooperation with research centers, and participate in educational program 

development in cooperation with educational institutions. Currently, it is the 

onl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related to the UNESCO intangible heritage 

in Belarus, and it is of great significance that it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as a 

group through steady activities and expanded the base of youth participation in 

the field of intangible heritage.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such as difficulty in 

communication due to language barriers, e.g. websites and SNS operating only 

in local langu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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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ritrea-Aspiration to revitalize youth community

While some countries have active youth organizations, some countries, 

such as Eritrea in Africa, are also making national efforts to revitalize youth 

communities. Eritrea's 2014-2018 UNESCO project, “Strengthening the 

capacities of Eritrea for implementing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pecifically focuses on the youth community 

to raise awareness among young people on intangible heritage. It can be seen 

that we want to promote. The project's final report includes interviews on the 

role of youth in safeguarding intangible heritage and workshops to promote 

interest as part of specific activities using the media outlets. In addition, as a 

general recommendation, it is inducing the creation of a UNESCO club, and 

recommends that the number of youth activities should be further increased.

Even though they are not majoring in cultural heritage, there are young 

people all over the world who are interested and actively engaged in activities 

as individuals or groups. In addition, there are still many places where youth 

communities need to be formed in order to increase participation in the 

transmission of future generations or to raise awareness of intangible heritage 

itself. Therefore, young people should share their activities and projects, 

and system of support and cooperation should be in place for students or 

communities in need.

Conclusion

Through the above examples, young people at home and abroad who are 

currently active in the field of intangible heritage are striving to develop from 

their respective positions. However, they are experiencing limitations in 

information exchange and communication, and lack of opportunities to grow as 

a voluntary entity. There is an increased necessity for a 'network', a space for an 

exchange that can encourage youth to share their concerns, form a consensus, 

and not give up their efforts as youth to preserve and transmit intangible 

heritage.

Intangible heritage is a lively heritage that changes according to 

environmental and cultural changes, and has developed and coexisted with 

humanity,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ed by the overall perception and change 

occurring in society. However, when looking at the recent thoughts of society 

on intangible heritage, intangible heritage and personal life are not significantly 

related, and the awareness of responsibility as an enjoyer is also low. It has greatly 

been affected by the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intangible heritage due to social 

changes, but the reason also lies on the fact that it has become difficult for young 

people who have not experienced intangible heritage in their daily lives have an 

access to it. Therefore, in addition to youths in the field of intangible heritage, 

if young people from various fields of society exchange with each other, do not 

consider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heritage as someone else’s duty, and if there 

is diversification of the field where one can freely participate in communication, 

we believe that flexible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related to intangible 

heritage can be deli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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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ly, current support for youth in the cultural field is mainly 

conducted by supporting activities. Supporting youth's activities is meaningful 

in providing space for them to try. However, in many cases, support projects are 

generally single-shot, and if the support of an institution or group is naturally 

stopped, the youth's activities do not continue. Therefore, having the young 

people from the field of intangible heritage at its core, there is a need for securing 

a stable structure for sustainable independent activities based on youth's 

initiatives, in order to establish a consultation system for young people, such as 

proposals and progress of intangible heritage protection activities, cooper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etc.

The problems of environmental destruction and pollution, left behind 

the achievements that were made for technological comfort and development 

during the past industrialization era, have a great influence on humanity living 

in the 21st century. That is why, there is a growing need for us and our future 

generation to look for ways of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together. 

Within such limited resources and environment getting exhausted, young people 

who are going to be the leading players of the future generations are dreaming 

of protecting and revitalizing the eternal shared value of the intangible heritage. 

To this end, based on the Intangible Heritage Youth Network, we hope that 

concerns about the formation of a healthy youth culture ecosystem and further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e youth and environment 

would be implemented in various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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