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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presents a collection of embodied knowledge and customs 
that form the identity of individuals and groups and is a living heritage that has been used 
and passed down through generations and includes a variety of cultural expressions and 
traditional knowledge that have fostered the cultural development of humanity. To safeguar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ch is regarded as the driving force of cultural diversity and a 
means of en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network and activate 
information sharing through the network so that the important cultural elements can be passed 
on to future generations.

As part of this, ICHCAP, in collabo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entral Asian 
Studies and Korea-Central Asia Cooperation Forum Secretariat, held the 2020 Silk Roads 
ICH Networking Program on 18 and 19 November to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highligh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long the Silk Roads region, which has been a trade 
route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since ancient times and a channel of communication and 
fraternal cultural encounters. 

The program was held entirely online because of the current pandemic and included one 
webinar and a three-session strategic meeting. The webinar and the three sessions make up the 
four chapters of this publication. For reference, the networking program comes on the heels 
of a three-party MoU signed by ICHCAP and organizations in Uzbekistan in 2019 and was 
followed by a Central Asia network meeting in Kazakhstan in 2019. In 2020, ICHCAP teamed 
up with IICAS again to develop a survey about ICH festivals along the Silk Roads, particularly 
with countries along the steppe route.

The webinar, chapter one, was held under the theme “Life, Environment, and ICH along the 
Silk Roads.” The four speakers had a varied discussion with topics highlighting localizing 
rather than globalizing, cooperative mechanism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vitality and 
sustainability of Silk Roads, and finally an environmental presentation about the coexistence of 
humans and nature in the Silk Roads region. 

Chapter two, which includes the five presentations of the first session of the strategic meeting, 
focuses on “Case Studies on the Vitalization of the Silk Roads ICH: ICH Festival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five speakers present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spective 
countries they were representing: Tajikistan, Kyrgyzstan, Kazakhstan, Republic of Korea, and 
Turkmenistan.

Session two (chapter three) of the meeting covers the five presentations under the theme, 
“Cooperation and Solidarity for Operating the ICH Network along the Silk Roads. Each of the 
speakers approaches the topic from varied points of view. For example, one speaker focuses on 
the feasibility of an ICH network while another speaker focuses on operational issues related to 
producing a network. Two other speakers provide important information related to lessons they 
have learned through their own experience. 

The final session is in chapter four. The topic, “Collaborative Work and Benefits through 
Activities of the Silk Roads ICH Network,” includes two case studies, one of which is related 
to a database system (ichLinks) being developed by ICHCAP, and the other is on UNESCO/EU 
project on the Silk Roads Heritage Corridors, which includes many countries in Central Asia. 
One presenter reviews the current UNESCO Silk Roads Online Platform and two others focus 
mostly on broader topics about the scope and definition of collaborative work and cooperative 
measures that can be implemented. 

In addition, a summary of each presentation and the related discussions are included as well as 
the recommendation for creating the Silk Roads ICH Network in 2021.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gratitude for the hard work of the presenters who wrote the 
papers included in this publication as well as our sincere gratitude to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partner organizations for their support. 

•   Gi-Hyung Keum, Director-General,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 Seong-in Kim, Executive Director, KF Korea-Central Asia Cooperation Forum Secretariat

• Dmitriy Voyakin, Director,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entral Asian Studies

The webinar and three sessions can be viewed online via the following link: https://webinar.
unesco-ichcap.org/portfolio-items/2020-silk-roads-ich-networking-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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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The Need to Shift from Global to Local

Helena Norberg-Hodge

Summary
Helena Norberg-Hodge speaks about the importance of local community networks and is sure 
to highlight the dangers of the influx of global finance, markets, etc. as they undermine the 
local communities that are exploited in the process, removing their heritage and security and 
giving it to a global market, which degrades the value of the communities. She is sure that the 
future for economic wellbeing of communities is to remain local with some trade between and 
among local communities, a small scale endeavor that doesn’t include multibillion overlords 
calling the shots to determine what is needed around the world rather than what is needed 
locally.

Overview
Along with the International Forum on Globalization, which I co-founded, I have studied the 
impacts of the global economy on cultures and ecosystems around the world. I have found 
that the expansion of this economy has gone hand-in-hand with the imposition of social and 
ecological monoculture worldwide. At a fundamental, structural level, this global monoculture 
is at odds with the needs of diverse ecologies and human cultures and has been a force for 
creating and/or exacerbating many of the global crises we face today. 

In thrall to the belief that GDP growth is the key to prosperity, policymakers of all stripes and 
colors have promoted globalization, skewing economic supports in favor of the biggest players. 
Lavish subsidies are funneled into large-scale production and the enormous infrastructure 
needed for global trade while multinational businesses and banks are largely freed from 
taxation and regulation. 

This has meant the systematic replacement of small farmers and small businesses, and the 
undermining of the fabric of local communities in every country. People have been drawn 
into ever-deeper dependence on distant corporations and anonymous bureaucracies for their 
very survival. Meanwhile, the exponential demands of the spread of the global consumer 
monoculture on the natural world has precipitated the serious ecological crises we now face. 

Today, however, a slew of crises—environmental,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is calling 
into question the basic tenets of this globalizing economic trajectory. Has globalization really 
brought about genuine progress? Does consumerism really make us happy? The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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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demic, in particular, has revealed the inherent vulnerability of the global economy, and now 
mainstream media and national governments are questioning the policies that lead countries to 
be so dependent on global trade. At long last, there is widespread recognition that globalization 
is not an inexorable force of evolution, but an economic choice—and a rather short-sighted one 
at that. 

At the same time, there is a great surge of interest in strengthening connections to the 
community and the land, which provide lifelines in times of crisis, and enrich everyday life. 
People are reaching out to others in mutual support, planting gardens and connecting with 
local farmers. For decades, there has been growing trend of people going against the grain of 
the global economy to rebuild smaller-scale, localized economic relations, to improve quality 
of life and create positive change in their communities. From community gardens to farmers’ 
markets, from alternative learning spaces to local business alliances and co-op—we are 
witnessing a grassroots emergence of small-scale initiatives that point the direction towards a 
saner, healthier, and more beautiful future. 

For these initiatives to become systemically transformative, policymakers need to identify and 
support these grassroots projects to strengthen and multiply, through a process of systemic 
localization. In short, this means implementing taxes, subsidies, and regulations to shorten the 
distances between production and consumption, particularly for basic needs. 

This paper explores in greater detail the profound benefits of making the economic shift from 
global to local. It also details the strategies that might be employed to make this change

Understanding Globalization

To understand why localization is such a strategic way forward, we need to better understand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to which localizing is a fundamental alternative.

Globalization is essentially a continuation of the conquest and colonial exploitation that began 
500 years ago—a process that relied upon the destruction of local economies and cultures. 
Today, corporate deregulation gives multinational businesses and banks the freedom to move 
in and out of national economies in search of cheap labor and resources, low taxes, and lax 
environmental and social protection measures. Although this is less overtly brutal than conquest 
and colonialism, the goal—the extraction of wealth to benefit the few—is the same, as are the 
impacts on local economies and cultures. 

Why have governments acquiesced to this process? The economist Jeffrey Sachs, an authority 
on economic development and poverty, explains how this process works: 

When capital becomes internationally mobile, countries begin to compete for it. They 
do this by offering improved profitability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for example, 
by cutting corporate tax rates, easing regulations, tolerating pollution, or ignoring 
labour standards. In the ensuing competition among governments, capital benefits from 
a ‘race to the bottom,’ in which governments engage in a downward spiral of taxation 
and regulation in order to try to keep one step ahead of other countries. All countries 
lose in the end, since all end up losing tax revenue and regulations needed to manage the 
economy.1 

The subsidies and tax incentives that governments offer global businesses can be huge. When 
Amazon, one of the world’s richest corporations, dangled the prospect of an estimated 50,000 
jobs in front of cities all over North America, more than 230 state and municipal governments 
submitted bids. These included New Jersey ($7 billion in tax breaks), Montgomery County, 
Maryland ($6.5 billion in tax breaks plus $2 billion in infrastructure improvements), and Atlanta 
($2 billion in incentives, including an Amazon-only executive lounge at the city’s airport). The 
winning bids, from New York City and Arlington, Virginia, promised the corporation nearly $5 
billion in tax breaks (though New York has since removed itself as a candidate). A New York 
Times investigative report found that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US provide over $80 
billion per year in tax incentives, free public land, infrastructure assistance, low-cost financing, 
and other subsidies to attract and retain large, non-local businesses. These subsidy programs 
are administered “almost exclusively to the benefit of big corporations (aided by highly paid 
lobbyists) at the expense of small businesses.”2 

Bidding wars for the favors of a particular corporation represent just one small part of the way 
global businesses are subsidized—there are many indirect subsidies as well, including:

• fossil fuel subsidies that make global transport artificially cheap, 

• the tax loopholes that internationally trading entities can exploit,

• the public funding of the enormous infrastructure for long-distance trade, 

1   Jeffrey D. Sachs, The Price of Civilization: Economics and Ethics After the Fall (Toronto: Random House Canada, 
2011), 94.

2   New York Times Editorial Board, “Race to the Bottom,” New York Times, December 5, 2012. Also see: Louise Story, 
“As Companies Seek Tax Deals, Governments Pay High Price,” New York Times, December 1, 2012; Philip Mattera, 
“Subsidizing the Corporate One Percent: Subsidy Tracker 2.0 Reveals Big-Business Dominance of State and Local 
Development Incentives,” Good Jobs First, Februar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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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sidies for big, monocultural, chemical-dependent agriculture, 

•   research and development funding that favors highly specialized knowledge for the 
expansion of centralized, technological systems, and much more. 

At the same time, regulations are constantly being written and rewritten by and for big 
business while smaller businesses and regional industries are subject to ever more red-tape and 
bureaucracy. 

The net result is that the components assembled into everyday products come from factories or 
subcontractors in numerous countries thousands of miles apart. Even our everyday foods often 
criss-cross the globe before reaching our plates: Most countries are also involved in ‘redundant 
trade’—the simultaneous import and export of identical foods. In a typical year, the US exports 
millions of tons of beef, potatoes, and other foods, while importing nearly identical amounts of 
each.3 This pattern of importing and exporting similar products has been documented in many 
other countries as well. In some cases, it is literally the same product that is both exported and 
imported: the New York Times reports that “Cod caught off Norway is shipped to China to be 
turned into filets, then shipped back to Norway for sale.” 

Overall, deregulation has led to an explosion in international trade, which was over twenty-
eight times greater in 2017 than in 19504 This has massively enriched multinational businesses 
and banks while criminally wasting resources, pumping out pollution and CO2 emissions, and 
imposing high-input, monocultural production the world over.

At the same time, it has led to a loss of employment around the world, as big businesses have 
been empowered to outcompete smaller producers and job-rich small businesses. Over the 
last thirty years in particular, the global economy has decimated land-based livelihoods in the 
Global South, primarily by flooding markets with artificially cheap, subsidized food from the 
global market. It has thereby displaced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into cities, where they 
search for employment in factories and sweatshops. 

It has thereby also pitted workers against each other across the Global North-South divide, 
and millions of jobs in manufacturing have been lost in the Global North. Furthermore, it 

3   “Livestock and Meat International Trade Data,”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Economic Research Service (USDA 
ERS), September 2018 (accessed October 5, 2018); “Data by Commodity – Imports and Exports; Commodity: 
Potatoes,” USDA ERS, December 18, 2018 (accessed December 22, 2018). For up-to-date data, see: FAOSTAT 
(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and “US Agricultural Trade Data Update,” USDA ERS, updated 
frequently. 

4   Robert Samuelson, “The new globalization”, Washington Post, October 16, 2013. For updated statistics, see Susan 
Lund, “The new dynamics of financial globalization”, McKinsey Global Institute, August 2017.

has continued to expand the reach of large-scale, centralized systems that can be effectively 
automated. These are the kinds of systems that employ few people, and funnel profits to an 
ever-smaller, ever-wealthier group of billionaires, leading to an unprecedented and ever-
widening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 

Throughout the world, this has rendered people insecure in profound ways. Cut off from 
community, from nature, and from meaningful work, people across the globe are falling victim 
to depression, anxiety, addiction, and suicide. These afflictions have been exacerbated by the 
psychological pressure of constantly being told, through glamorized images in global media 
and advertising, that one is never good enough as they are. In the global consumer culture, 
the individual is constantly pressured to achieve “success” through the acquisition of certain 
products and lifestyles. 

These pressures have not only been turned inward—in their outward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financial insecurity have manifested intolerance, divisiveness, and xenophobia. The 
competitive nature of the global economic system has created rifts in society over lines of 
gender, race, ethnicity, and politics and given rise to various forms of fundamentalism and 
violence.

Therefore, before looking at the range of localization initiatives already underway—and policy 
shifts that could support them—I want to draw attention to the single policy shift needed most 
of all: reversing the deregulation of trade and finance. 

A key demand of the localization movement must be for trade treaties to be renegotiated with 
the wellbeing of people and planet—instead of the profits of multinationals—as priority. We 
need national governments to force the giants to be subject to democratic rule. We also need 
new treaties that will take back that power—in part by requiring businesses to be place-based 
or localised, thereby making them more accountable to those they affect.

Overview of Localization
Localization is a process of economic decentralization that enables communities, regions, and 
nations to take more control over their own affairs. It means shortening the distance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wherever possible, and striking a healthier balance between local and 
global markets. It does not mean that people in cold climates are denied oranges or avocados, 
but that their wheat, rice or milk—in short, their basic food needs—do not travel thous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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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miles when they can be produced within a fifty-mile radius. Rather than ending all long-
distance trade, steps towards localization reduce unnecessary transport while strengthening and 
diversifying economies at the community and national levels. The degree of diversification, the 
goods produced and the amount of trade will naturally vary from region to region.

If localization is thought of as an overnight change to a pre-determined end point, it can seem 
impossible to achieve. The supply chains that bring food, clothing, energy, water, and every 
other need to huge, dense cities are incredibly complex—how can they be localized? But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even now, global corporations and banks are pushing policies—
such as the signing of free trade agreements—that would further erode local and regional self-
reliance. What localization means is simply shifting the direction of change, so that it’s towards 
the local instead of the global. 

Localization is about rebuilding the web of relationships between individuals and their 
communities, as well as between communities and the ecosystems they inhabit. It’s about 
reweaving the fabric of local interdependence. This reverses many of the above detailed ills 
of globalization, and helps us solve ecological, humanitarian,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simultaneously. This is because more localized economies: 

1.  support long-term,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and deep community, which in turn 
form the cornerstone of psychological security; 

2.   rely on human labor (rather than large-scale, fossil fuel-based, automated systems), 
and thereby create many more stable, place-based, and meaningful jobs;

3.   retain wealth within communities (rather than allowing it to be drained away by 
mobile multinationals), and thereby encourage the proliferation of small businesses 
and bring about greater prosperity5;

4.  facilitate the restoration of economic and political democracy; and

5.   prioritize the production of a diversity of food products for local needs, rather than 
massive quantities of standardized commodities for export. 

This last point is crucial. By creating the market conditions that stimulate widespread 
diversification—namely in ‘the three Fs’ farming, fishing, and forestry—localization transforms 
the monoculture-based global food system, which is the biggest climate-changer.6 

5   Every dollar spent at a local bookstore, for example, will create 3x more jobs and 3x more tax proceeds to local 
governments than the same amount spent at a chain.

6   When considering everything from land-clearing to food wastage, from pesticide manufacturing to plastic packaging 
and long-distance trade, the global food system is responsible for almost 50% of greenhouse gas emissions. 

What’s more, localization holds the key to actually reversing climate breakdown. While 
monocultures, grown for export, are reliant on massive inputs—including water, energy, 
and synthetic fertilizers and pesticides—diversified local farms are sensitive to the needs 
of ecosystems. They recycle nutrients, organic matter, and water back into the soil, thereby 
sequestering carbon, restoring ecosystem processes, and enhancing biodiversity. And, naturally, 
localized food economies necessitate virtually none of the energy-intensive refrigeration, 
plastic packaging, and transport emissions that the global trade of food commodities does. 

Furthermore, because diversified farms require more human hands on the land (rather than 
energy-intensive machinery and chemical inputs), they create more jobs. And by empowering 
farmers to produce a diversity of different products in alignment with local ecological and 
cultural needs and seasonal variation, local food economies are able to boost productivity 
and bolster regional food security while simultaneously minimizing resource use and actively 
contributing to the healing of the biosphere. 

When we strengthen the human-scale economy, decision-making itself is transformed. Not only 
do we create systems that are small enough for us to influence, but we also embed ourselves 
within a web of relationships that informs our actions and perspectives at a deep level. The 
increased visibility of our impacts on community and local ecosystems leads to experiential 
awareness, enabling us to become both more empowered to make change and more humbled 
by the complexity of life around us.

Despite many decades of systematic support for the large and global, grassroots initiatives have 
emerged that are inspiring examples of the kinds of changes we desperately need. But until 
the deregulatory policies supporting corporate rule are overturned, those local initiatives—
no matter how committed their supporters are—will be unlikely to spread widely enough or 
penetrate the economy deeply enough to counteract the devastating effects of today’s global 
economy. 

The following survey illustrates just some of steps being taken at the community and regional 
level, as well as policy steps that could help them succeed.

Local Finance
Community banks and credit unions allow people to invest in their neighbors and their 
community, rather than in distant corporations. They also enable small businesses to ob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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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xpensive start-up loans of the kind that banks typically offer only to large corporations. 
When the Occupy movement brought renewed attention to the unfair practices of big 
banks, grassroots campaigns encouraged people to move their money to smaller community 
institutions. In less than two months, more than 440,000 people switched their accounts away 
from the nation’s Wall Street banks, removing nearly $5 billion from those institutions. 

Local investing is also on the rise. From 2010 through 2018, Slow Money chapters in the US, 
Canada, Australia, and France moved $66 million into small farms and food businesses. These 
groups are exploring other initiatives to localize financial instruments previously governed 
by big banks, including local stock exchanges, micro- and cooperative investment funds, and 
locally invested pension funds. 

A number of policy shifts would support steps to localize finance. The banking and financial 
system needs to be re-regulated to curtail the unregulated flow of capital. At the same time, the 
local investment sector needs to be freed of outdated laws that make it almost impossible for 
people to invest in their communities through retirement funds and securities exchanges. Shifts 
in lending practices are also needed. 

If government policies gave more support to community banks and credit unions, a greater 
number and variety of local businesses would thrive. In the United States, for example, small, 
localized financial institutions hold only about 11 percent of the banking assets, but they 
account for more than one-third of small business lending nationwide. 

Local Business
Local business alliances enable small and medium businesses to network, support each 
other and build vitality in local economies. In North America, Common Future (formerly 
the Business Alliance for Local Living Economies, or BALLE) encompasses more than 80 
networks representing around 30,000 independent businesses. They host conferences, provide 
guidance for starting and running a successful small business, and share inspiration. 

In addition to rethinking the ‘free trade’ dogma described above, there are other policy shifts 
that would help small local businesses to thrive. As things stand, tax regulations in almost 
every country systematically discriminate against small- and medium-scale businesses. Small-
scale production is usually labor-intensive, and heavy taxes are levied on labor through income 
taxes, social welfare taxes, payroll taxes, and more. Meanwhile, tax breaks (accelerated 

depreciation, investment allowances, tax credits, etc.) are given to the capital- and energy-
intensive technologies used by large corporate producers. Reversing this bias in the tax system 
would help local economies and create more jobs by favoring people instead of machines. 

Similarly, taxes on the energy used in production would discourage investment in robots and 
other energy-intensive technologies, help internalize some of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costs of high-tech, and bring the cost of human labor closer to that of machines. Taxing fossil 
fuels in particular would result in a reduction in transport, an increase in regional production 
for local consumption, and a healthy diversification of the economy. 

Infrastructure spending is another area where policy shifts are needed. High-speed motorways 
built with government funds indirectly subsidize corporate super-stores, hyper-markets, and 
shopping malls. Spending some of that money instead to build or improve spaces for public 
markets—such as those once found in virtually every European town and village—would 
enable local merchants and artisans with limited capital to sell their wares. This would enliven 
town centers while reducing car use, fossil fuel burning and pollution. 

Local Energy
Microgrids—interconnected networks of distributed energy producers and users—are also 
becoming more common. 

For all forms of energy, including renewables, decentralized power plants are preferable. 
Putting energy sources close to their end use lessens the need for long-distance transmission 
networks that reduce efficiency, consume resources, and gobble up land. Decentralized power 
sources also help to keep money from leaking out of local economies and thereby ensure 
greater decentralization of political power as well. 

In the global South, where a larg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is still rural, large-scale 
energy plants—from coal and nuclear to huge hydroelectric dams—are geared towards the 
needs of urban areas and export-oriented production, thus promoting both urbanization and 
globalization. Supporting decentralized renewable energy infrastructures instead would 
strengthen villages, smaller towns, and rural economies in general, thereby helping to halt 
unhealthy urb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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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Food and Farming
In the last decade or so, the local food movement has emerged as one of the most successful 
grassroots efforts worldwide.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CSA) programs help small-
scale diversified farms to thrive by providing farmers with a steady and reliable market and up-
front advances for the season’s expenses. They connect consumers with the farmers who grow 
their food, and help to build community. In the US, the number of CSAs has grown from just 
two in 1986 to more than 7,300 in 2015. 

Farmers’ markets have experienced similar growth: the number of farmers’ markets in the US 
grew from 1,755 in 1994 to over 8,600 in 2018, and in the UK the number increased by 800 
between 1996 and 2014. As described above, local food initiatives stimulate diversification 
on the land, healing ecosystems, enhancing biodiversity, and retaining rainwater. Numerous 
studies also show that small-scale, localized food production produces many times—some 
studies show as much as twenty times—the amount of food per acre.7

In both the global North and South, many young farmers are reversing the decades-long trend 
of rural exodus by going back to the land. Most of them are interested in healthier food and 
ecologically-sound methods of producing it. But because they must compete with developers 
and big agribusinesses, one of their biggest challenges is securing affordable land. The Agrarian 
Trust in the US helps address this and other issues by providing information and resources, 
land and job listings, and legal advice to young people transitioning back to the land. The Trust 
also owns farmland that it leases to young organic farmers, thereby lowering the cost of entry 
into the agricultural economy. 

These are positive trends, but they could spread even more widely with government 
support. Instead, direct farm subsidies in most countries heavily favor large-scale industrial 
agribusinesses. Funding for agricultural research is also heavily skewed in favor of 
biotechnology and chemical- and energy-intensive monoculture. According to one estimate, 
$49 billion is spent on food and farming research around the world each year, with less than 
1 percent devoted to “knowledge, techniques, and tools that are highly specific to, and in 
compliance with, organic standards.” Shifting these expenditures towards those that encourage 
smaller-scale, diversified agriculture would help revitalize rural economies in both North and 
South, while promoting biodiversity, healthier soils, food security, balanced and diverse diets, 
and fresher food. 

7 https://www.monbiot.com/2008/06/10/small-is-bountiful/ 

Similar efforts are underway in the fields of community media, place-based education and 
healthcare. And these steps only provide only a hint of the number and range of localization 
initiatives arising all over the world. 

Making the Shift
It is high time that we collaborate internationally to enable an immediate economic shift from 
global to local. To push the kinds of policy changes described, large peoples’ movements must 
be built up to raise the call for economic localization and drown out the well-funded voices of 
corporate lobbies. 

Once localization enters policy discussions at the national level, in a number of different 
countries simultaneously, there would be the possibility for groups of nation-states to 
collaborate in “breaking away” from the global economic regime—to support each other in 
reregulating multinationals, while strengthening national, regional and local industries. In this 
way, international collaboration will be a fundamental part of achieving global-to-local systems 
change.

There is already a lot of international grassroots collaboration going on towards creating a 
better world for all. It occurs largely outside of mainstream media and national politics, but 
it is evidenced in the international work of Local Futures as well as in groups like La Via 
Campesina—an alliance that represents about 200 million small farmers worldwide, standing 
united in opposition to corporate globalization and in support of regional food sovereignty. 

All over the world, people are questioning the underlying narrative of “progress”/ 
“advancement” that, ever since the days of imperial colonialism, has been used to justify the 
expansion of the global economy and the western consumer culture. They are seeing through 
its false promises and recognizing that the multiple crises we face today are signs that we 
must learn from indigenous cultures and imagine a future beyond the confines of corporate 
capitalism. 

As growing numbers of people around the world realize the importance of connection to 
community and to nature and join movements for localization, we are seeing awareness “trickle 
up” into the mainstream. To strengthen this counter-current, widespread educational campaigns 
that spell out the multiple benefits of embracing systemic localization are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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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we can link hands across borders and across political divides to raise the call for an 
economics of localization, we can realign our economies with ecological and humanitarian 
values, and confront a crisis-ridden world with genuine, systemic solutions. We can liberate 
humanity’s innovative genius to respond not to the rat-race for centralized profit-making, but to 
the unique and complex potentials and challenges of diverse ecosystems and communities. We 
can step up to the challenge of living sustainably, richly, and humanely on this pl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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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On Cooperative Mechanisms for the 
Silk Roads ICH toward Sustainable 
Development
Seong-Yong Park

Summary

Seong-Yong Park talks about the importance of ICH for the sake of sustainable development 
along with the characteristics of Silk Roads region. He also discusses the various Information 
and networking programs ICHCAP has implemented in collaboration with Central Asian 
nations, especially nations along the Silk Roads, showing ICHCAP’s interest in developing 
projects along the Silk Roads. At the same time, He proposes to develop a broader network 
targeting the Silk Roads region with upgraded functions of sharing information and building 
networks. In addition, he argues that for better opportunities for future collaborations, 
establishing a Silk Roads ICH Network would be a meaningful journey through cooperative 
and multilateral partnerships among the stakeholders to recreate the glory of the Silk Roads 
through ICH.

Introduction
First, I would like to extend my heartfelt gratitude to friends and colleagues who worked 
together to safeguard ICH across the Asia-Pacific region, particularly Central Asia. Today’s 
discussions were made possible by the time and effort that we have dedicated over the past 
decade.

I have devoted around thirty years of my life to cultural develop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cultural networks in the ICH field. Through the experience that I have gained throughout 
the last ten years, I have come to believe that there is potential for even greater cooperation in 
safeguarding and promoting ICH, such as traditional festivals on regional and global levels.

Recentl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has been promoting 
the “rapprochement of cultures”8 to alleviate political and military tensions and clash of 
civilizations that are occurring around the world. This process is bringing renewed attention 
to the Silk Roads, which was a vital trade route among ancient civilizations. This is in line 
with the increased interest towards Central Asia, a region that has been a focal point to trade 
across the Silk Roads since ancient times as the venue of conversation and interaction among 

8   To promote conversations among cultures and religions and strengthen cooperative efforts for peace, UNESCO has 
designated the period from 2013 to 2022 as the “International Decade for the Rapprochement of Cultures” and is 
currently promoting a variety of projects under this theme. For further details, refer to https://en.unesco.org/decade-
rapprochement-cultures/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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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izations. Characterized by nomadic cultures of the steppes, the Central Asian region has 
embraced and developed a diverse range of cultures in the course of its history, due to the 
influences of Manichaeism, Buddhism, and Islam, in addition to the region’s roots in ancient 
belief systems such as animism and shamanism. As a result, present-day Central Asia remains 
a place where various cultures coexist, and the experience and wisdom that these cultures have 
accumulated are presenting significant clues to finding common ground among civilizations as 
a necessary part of resolving the complex mix of international issues that exist today.

ICHCAP is a UNESCO Category 2 Centre that promotes public interest on an international 
level and provides support to the forty-eight UNESCO Member States in the Asia-Pacific 
region.

Today’s webinar and strategic conference on the ICH of the Silk Roads is rooted in ICHCAP’s 
core function of networking and information sharing.

Since 2010, ICHCAP has been conducting information-sharing and networking projects across 
the Asia-Pacific region and its five sub-regions. Among them, regarding efforts that involve 
countries in the Silk Roads region, ICHCAP has supported various cooperative projects, such as 
ICH inventory making,9 on ICH-related themes that four Central Asian countries (Uzbekistan, 
Tajikistan, Kyrgyzstan, and Kazakhstan) selected as top-priority tasks through continuous 
discussions. These efforts also entailed assisting ICH safeguarding activities by Central Asian 
countries using information technology. The last ten years of cooperative projects created 
opportunities to motivate countries that lacked interest and relevant capabilities regarding ICH, 
and encouraged all countries participating in cooperative projects to sign the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urthermore, such efforts facilitated 
the commencement of activities to collect, process, and distribute information such as oral 
traditions, performing arts, lifestyle habits, and traditional knowledge through various media, 
to encourage the public in these countries to recognize such aspects of their respective cultures 
as their precious ICH. There is growing consensus that the wisdom accumulated throughout 
history has the potential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people in the contemporary era while 
also serving as a deeply precious resource that allow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practitioner communities of such heritage.

In line with the dissemination of the concept of ICH and the operation of ICH-related networks,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various phenomena that are occurring in the Silk Roads region 
with a focus on Central Asian countries and explain a number of principles regarding the 

9   UNESCO highlights the cre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ventories as a priority task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03 ICH Convention and a key responsibility of the Convention’s signatory countries.

mechanism for network-based cooperation for the ICH of the Silk Roads. This will provide 
a venue to raise relevant issues in addition to considerations regarding ways to understand 
and further develop ICH-related cooperation in this region from a medium-to-long-term 
perspective.

Why Care about ICH? 
As you are aware, various approaches are emerging regarding understanding and interpreting 
ICH as a living form of heritage that has been passed down through the generations. ICH is 
intrinsically linked to the cultural development of humanity and has been accumulating for 
thousands of years. Furthermore, ICH has come to be recognized as the hard-earned fruit of 
humanity’s accumulated wisdom and efforts and a vital resource for resolving various issues 
that occur in modern society. 

There have been new and different approaches in understanding and interpreting ICH, which 
is living heritage transmitted across generations throughout human history. In brief, ICH is 
manifested in the domains of oral traditions and expressions, performing arts, social practices, 
rituals and festive events, and knowledge and practices relating to nature and the universe as 
well as traditional craftsmanship. ICH concerns the cultural development of humanity.

So when asked why we should care about ICH, I can only wonder how one cannot care. In 
terms of promoting cultural identity and cultural understanding and fostering an environment 
of peace, it seems that we have nothing to lose and everything to gain by supporting efforts to 
safeguard ICH by transmitting this essential cultural knowledge to younger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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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ICH a Driving Force10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case of Korea, it has sought to safeguard ICH through the designation system of 
Important ICH, otherwise known as Living Human Treasure(LHT) system, since the early 
1960s, and publicized its importance among the public. However, until recently, only a few 
countri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provided such systemic protection for ICH 
through direct state involvement. This reflects the fact that past efforts by most countries to 
implement cultural heritage policy11 were mostly focused on tangible cultural heritage.

Meanwhile, the vitalization of international discussions over the concept of cultural heritage 
in the past twenty years has led to the gradual expansion of the aforementioned concept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tandards to encompass non-material cultural heritage and traditional 
knowledge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Furthermore, it has also grown 
to symbolize the main source of the expression of cultural diversity. A notable aspect in this 
process is the fact that various effort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me to fruition with the 
conclusion of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2003 
as an important roadmap for ICH safeguarding activities. In particular, the 2003 Convention is 
also regarded to have caused a paradigm shift in terms of cultural policy.  The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Protection of ICH as the top priority.

-   Respect for practitioners, groups, and communities of ICH, and a guarantee of their 
participation

-   Improvement of the awareness towards the importance of ICH on region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provision of international support12 

10   This was the subtitle of the UNESCO exhibition held from October 28 to December 10, 2013 to commemorate the 
10th anniversary of the 2003 Convention. The exhibition showcased the contributions of liv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troducing the variou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countries 
such as Brazil, Estonia, Egypt, Kenya, Samoa and Spain, with a focus on how suc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 of development goals pertaining to areas such as health, food security, and social 
unity. For further details, refer to http://www.unesco.org/new/en/media-services/in%E2%80%93focus-articles/
intangible-cultural-heritage-for-sustainable-development/

11   Hahm, Hanhee (ed.), Understan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search Center for the History of People’s 
Lives in the 20th Centur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2012, p. 21.

12   Park,Seong-Yong, On Intangible Heritage Safeguarding Governance: An Asia-Pacific Context,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13, p. 30.

Article 2 of the Convention defines the term “ICH” and “safeguarding” activities for ICH. 
First, “ICH” refers to “practices, representations, expressions, knowledge, skills—as well as 
the instruments, objects, artefacts and cultural spaces associated therewith” and the scope of 
ICH is defined as oral traditions and expressions, performing arts, social practices, rituals, 
festive events, 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 and traditional 
craftsmanship, which essentially encompasses all aspects related to the cultural development 
of humanity. Furthermore, the “safeguarding” of ICH refers to all measures implemented 
to ensure the viability of heritage, including the identification, documentation, research, 
preservation, protection, enhancement, transmission, and revitalization of such heritage.

Since 2015, there have been efforts to include the role of culture in the Post-2015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which is being pursued as a shared task among specialized UN agencies 
including UNESCO. As a result, the vital function of culture in the future development of 
humanity has been repeatedly highlighted in numerous international conferences13 and UN 
resolutions (2011–2014).

In the same vein, the 2003 Convention regards ICH as the root of cultural diversity and 
human creativity, and furthermore, a core aspect of enhancing intercultural conversations and 
understanding.14 In addition, it highlights the need to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communities 
and their wisdom to play a part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each society. In this regard, 
the inclusion of the role of ICH is an urgent task in terms of policy projects and strategies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 practice, many countries now regard ICH as a cultural resource that must be used in direct 
connection to cultural industries and cultural tourism in the context of their cultural policy 
and development strategy. Furthermore, there are now many confirmed cases in various 
countries across the world that demonstrate the direct relevance of ICH, which embody the 
long-accumulated traditional technology, arts, knowledge systems and wisdom of humanity, in 
connection to the four areas of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namely inclusive social 
development, inclusive economic development,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peace and 
security.15 

13   Events related to this issue include “International Congress ‘Culture: Key to Sustainable Development,’” held in 
Hangzhou, China from May 15 to 17, 2013, and “The World Culture Forum: The Power of Culture in Sustainable 
Development,” held in Bali, Indonesia from November 24 to 27, 2013.

14 This is mentioned in the third and sixth paragraphs of the 2003 Convention.

15   “Integra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to present-day debate, policies, programs and strategies surrounding 
sustainable development is now a matter of urgency. In this regard, the key report of the UN System Task Team on 
the post-2015 UN development agenda submitted to the Secretary-General, Realiz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 
provides a useful structure for future discussion and action with four specific dimensions.” http://www.unesco.org/
new/en/media-services/in-focus-articles/intangible-cultural-heritage-for-sustainable-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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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example, in Cambodia, ICH is contributing to improving women’s rights social status 
by providing Cambodian women, who are given narrow choices in employment, with 
opportunities to train in traditional craftsmanship as a way to increase household income, 
decrease domestic violence faced by women, and give women a leading role in the household.16 
Another case is that of Fiji in the South Pacific, which pertains to the protection of cultivation 
areas for the Sago palm tree, which is used to build traditional houses and interior decorations. 
The technique of using the leaves and branches of Sago palm trees in construction represents 
the traditional knowledge of the Fijian people. However, the indiscriminate logging and wage 
exploitation by intermediary brokers have brought the Sago palm tree to the brink of extinction. 
Fortunately, due to the active support of local civil society groups17 in recent times, there are 
currently efforts to preserve the ecological habitat for the trees to grow through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specimens and establish a fair system for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hrough 
direct management with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Although this project has yet to yield 
a result since it was a pilot program, it is nonetheless a case that demonstrates the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raditional knowledge as IC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region 
concerned.

ICH highlights the cultural identity of each society, while also performing a vital role in the 
cultural industry and tourism of contemporary society. In addition, as the knowledge and 
wisdom accumulated by humanity affects future generations across an extensive range of 
aspects such as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peace, and security, ICH is no longer regarded 
as merely a passive target of state-led safeguarding policy, but rather recognized as a new 
strategic area18 for humanity to overcome current and future challenges and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Silk Roads as a Venue of Cultural Exchange 

UNESCO has previously conducted a decade-long project titled “Integral Study of the Silk 
Roads: Roads of Dialogue” from 1988 to 1997. The aim of this project was to highlight the 

16   A case described in a report on culture and development by the MDG Achievement Fund (MDG-F). Refer to http://
www.mdgfund.org/node/25

17 These support activities are undertaken by local civil society groups such as Nature Fiji.

18   At a meeting of ICH experts in southeastern Europe, held in Sofia from May 27 to 28, 2013, discussions took place 
on the rol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a new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urism and partnerships. 
http://www.unesco.org/new/en/venice/about-this-office/single-view/news/intangible_cultural_heritage_new_
strategies _for_sustainable_development_tourism_and_partnerships/#.Vbc0cIcw-Ag

complex cultural interactions that occurred because of the encounters between East and West 
and to support the robust shared heritage of Eurasian peoples. 

This author has a precious memory involving the Silk Roads. In the early 1990s, when Korea 
became the host country of the UNESCO Silk Roads expedition project, it became the first 
international project that I undertook in a UNESCO-related field. Since then, I have had a 
special affinity for the Silk Roads region and its cultures.

As you are all doubtlessly aware, the Silk Roads is known for a plethora of diverse cultures that 
have integrated since ancient times. This region was highly active not only in terms of trade of 
goods, but also exchanges of technology and culture, creating the backdrop against which some 
traditions spread their influence far and wide through various routes to eventually culminate in 
the “culture of conversation and peace.” In a way, Silk Roads created the right atmosphere for 
peace and culture that has not been seen since antiquity.

It is widely known that the music of the Eastern Turkic Khaganate and Central Asia became 
popular in the traditional music circles of China, then became entwined with Chinese 
traditional music and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advancement of dance culture in China. 
One example of this phenomenon is in “Eastern performers in Constantinople.” 

Furthermore, there were various forms of exchanges between Central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There were exchanges in the transmission process of Buddhism, in addition to 
numerous types of historical exchanges and mutual influences in terms of economics, culture, 
and arts.

A demonstrated by many scholarly materials, the prosperity brought on by cultural exchanges 
can be seen in the dancers, masks and musical troupe riding on camelback that are depicted in 
the terracotta frame. It also captures the synergic effect generated through the cultural exchange 
of learning from musicians across the steppes of East Turkestan, as depicted in many frescoes.

In addition, it is believed that the Silk Roads are comprehensive and complex routes because 
of the variety of trade and communications since ancient times. In this way, along with the 
northern Silk Roads and meadow road, various trade and cultural routes, such as the maritime 
Silk Roads can be re-illumi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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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articipants of the  2019 Central Asian Subregional ICH Safeguarding Cooperation Network Meeting
               © UNESCO ICHCAP

Cases of Safeguarding ICH of the Silk Roads: Current Status 
and Pending Tasks
ICHCAP has published a total of thirty-five national reports through the project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ICH in the Asia-Pacific region since its launch in 2009. In addition 
to Mongolia, the Central Asian region includes the four countries of Kazakhstan, Uzbekistan, 
Tajikistan, and Kyrgyzstan. This study aims to examine cases regarding the ICH and related 
circumstances in each of the above five Silk Roads countries. Although each country faces 
different circumstances regarding ICH in terms of the cultural, economic, and sociopolitical 
environment, there are also many common aspects. For example, Uzbekistan, Tajikistan, 
Kyrgyzstan, Kazakhstan, and Mongolia all share the fact that they were formerly member 
states of the Soviet Union, though at different periods. Furthermore, they share the common 
cultural aspect of widespread nomadic culture as well as the fact that they have maintained 
a robust tradition of narrative songs since ancient times and that the said tradition now 
faces an extremely concerning situation due to a high risk of extinction. In this regard, the 
number of shared issues that these countries may solve together necessitate close cooperation 
and exchanges for the safeguarding of ICH. However, despite the concern voiced by many 
countries regarding the threat that the said heritage faces, in most cases, efforts to define ICH 
and independently create national lists of ICH remain in the early stages of development. As such, 
countries in the region are strongly expressing their acknowledgement of the necessity of information 
sharing about ICH-related safeguarding and experience as well as international cooperation.

Moreover, in 2020, ICHCAP and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entral Asian Studies, who 
co-hosted today’s event, also jointly carried out a study on the operation of traditional festive 
events as ICH by each country in the Silk Roads region. The shared difficulties and challenges 
identified by the said study with regard to ICH in the Silk Roads reg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Lack of in-depth surveys and research on the status of ICH

- Insufficient systemic safeguarding measures

-   Lack of systematic processes for the inventory-making and documentation regarding 
ICH 

- Difficulties in accessing information, excessive commercialization, etc.

To resolve these difficulties, UNESCO ICHCAP has been exploring methods to connect 
communities and parties involved through a network intended to allow parties involved to 
promote ICH through a cooperation system that embodies the spirit of the 2003 Convention. 
Through such efforts, it has also come to recognize the crucial nature of raising awareness 
among the public and policymakers towards the importance of ICH and the potential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through a Silk Roads ICH network.

Mechanism for Cooperation Regarding ICH of the Silk Roads

1. ICH Networking and Related Activities
The operational definition of a “network in the field of ICH,” as presented in a research 
outcome report19 recently commissioned by ICHCAP about networking, is as follows.

A cooperation system and social relationship aimed at developing collective knowhow to 
ensure a competitive ed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interdependence, shared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about knowledge, resources, and information on ICH.

Generally, a “network” refers to the human and material relationships aimed at performing 
all tasks related to the circulation of inform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network, both 

19   Nam Jeong-suk et al., Research Project Report on the Diagnosis and Future Direction of the UNESCO ICHCAP 
Networking Project, published by UNESCO ICHCAP,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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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and offline, of all parties involved and related institutions that participate in ICH 
safeguarding activities in relation to ICHCAP’s activities, encompassing regional societies, 
their representatives, practitioners, experts, expert centers, research institutes and the public.

Indeed, the importance of networking in modern society is increasing by the day, and the 
above study outlines the reason for this phenomenon as follows. First, across all sectors, 
the possession and use of networks are having a gradually expanding impact on outcomes. 
Second, networks related to safeguarding ICH functions as the very flow of information, 
through a cycle of acquiring, sharing, and disseminating information. Third, the core aspect 
of networking activities is the communication and exchanges facilitated by the circulation of 
information and connote the meaning of “dissemination” through “sharing” and “understanding” 
through communication.20 Ultimately, the purpose of ICH-related networking is to safeguard 
ICH through communication and exchanges. 

Figure 2.   A “network” consists of the relationships among human, information and resources required for implement-
ing all tasks related to the circulation of information. The network for ICH safeguarding activities consists of 
regional societies, their representatives, practitioners, experts, expert centers, and research institutes. 

As mentioned previously, since 2010, ICHCAP has been advancing information exchanges and 
networking to support ICH inventory making as the top priority task facing the countries in the 
Central Asian region through continuous discussions with them and promoted safeguarding 
Central Asian ICH through the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As a result of such contributions, 
ICH-related policy support has been strengthened in countries that already had some existing 
infrastructure for safeguarding ICH as well as countries that had no such infrastructure while 

20   Ham Hanhee et al., Research Project Report on the Diagnosis and Future Direction of the UNESCO ICHCAP 
Informatization Project, published by UNESCO ICHCAP, 2014, p. 45.

their interest in the field has increased to the extent of becoming signatories to the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CH. Furthermore, they have come to recognize 
previously neglected aspects of their traditions, such as oral traditions, performing arts, lifestyle 
habits, and traditional knowledge, as ICH, and began to conduct activities to collect and 
circulate information on such heritage. 

With these in mind, to address the challenges and tasks, ICHCAP is looking for ways of 
connecting ICH stakeholders, including communities through a network where the stakeholders 
can promote their ICH through a framework that keeps the spirit of ICH. It is also important 
to raise awareness among the public and policymakers about ICH’s significance and the 
possibili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rough a Silk Roads ICH network.

2.   Lessons Learned and Major Outcomes of the Central Asia 
Sub-regional Network for ICH Safeguarding

I am pleased to share our experiences and outcomes gained from operating a Central Asian ICH 
Network from 2010 to 2019.

ICHCAP has worked with most Central Asia states through field surveys, online inventory 
making, digitization of analogue ICH materials, and awareness-raising activities such as 
developing ICH publications, video documentation projects, etc. 

Through this collaborative work, states could generate positive outcomes under the platform of 
an ICH network by

-   establishing ICH committees to take charge of identifying and documenting ICH in 
each society, 

-   reinforcing institutional safeguarding systems and implementing safeguarding 
measures,

-   getting better recognition of policymakers and the public on ICH through more 
promotional activities publicly and privately, and

-   strengthening communications and collaborations among various stakeholders to 
safeguard 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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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ay Forward - Collaborative ICH Networking along the Silk 
Roads

Based on our achievements from the Central Asian ICH network, I would like to propose to 
move forward in developing a broader network targeting the Silk Roads region with upgraded 
functions. 

An old proverb tells us that those who build castles will be defeated, and those who pave their 
way will prosper. In this context, after the successful construction of a first-stage network 
targeting northern Silk Roads and meadow road, various trade and cultural routes such as the 
Maritime Silk Roads will also be activated and integrated into the larger pan Silk Roads ICH 
Network.

In this connection, the Silk Roads ICH network is proposed as the cooperative mechanisms 
with the following features:

- Supporting and identifying ICH of each state

- Implementing a system to respond to various challenges and tasks 

-   Disseminating a community-centered, decision-making structure in the spirit of the 
2003 Convention

-   Creating a platform for vitalizing information exchange to help raise awareness about 
ICH

-   Contributing to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 culture of peace through 
cooperation in the ICH field

Conclusion
At this webinar and strategic meeting,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will be made to establish 
and operate such a network and future cooperation projects, and there will be various 
opportunities for future collaborations. We look forward to making this meaningful journey 
together through cooperative and multilateral partnerships with you.

Let’s move forward to recreate the glory of the Silk Roads through ICH and our unwavering 
cooperation.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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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Vitality and Sustainability of the Silk Roads 
ICH Festivals
Alisher Ikramov

Summary
Alisher Ikramov reviews information collected through a survey funded by ICHCAP. While his 
work primarily reviews ICH festivals, he is also able to gain insights into ways that networks 
can promote ICH along the Silk Roads. Looking at the importance of local communities and 
the popularity of such festivals locally, there is concern about a lack of a network to encourage 
larger tourist attendance. However, there are feelings that festivals do not authentically 
represent local traditions and products. Therefore, this could lead to an undesirable level of 
commoditization and as a result lower the quality of the event. 

This paper is based on interview research of more than thirty ICH festivals in eight countries 
located along the Steppe Route of the Silk Roads. It was observed that all festivals are key 
elements within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Festivals are widely acknowledged to mak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ir local areas, as they provide 
opportunities for tourism promotion, commercial outcomes, and increased inward investment 
in host regions. Festival tourism is among the fastest growing and enjoying high popularity 
tourist branch. Together with special events, it focuses on culture exchange on international, 
national, and local scales. In their diversity, they engage both artists and visitors as participants 
sharing the specific cultural perceptions arising from history and tradition, cuisine and 
beverages, music, and dancing. The positive impacts of festivals extend beyond income 
generation and include strengthening local communities and enriching the quality of local 
community life. In rural areas, where there is not much outstanding cultural activity, a festival 
can mobilize local cultural forces and resources, stimulating creative interventions and planning 
activities that can affect local development and regeneration processes. It is well reflected in 
Tarakama Festival in Azerbaijan, Sayl Qoshqar Ata Spring Festival in Kazakhstan, Kiyiz Duino 
Festival in Kyrgyzstan, Eunsan Byeolsinje in the Republic of Korea, Orange Blossom Carnival 
in Turkey, Danshig Naadam in Mongolia, Navruz in Tajikistan and Boysun Bakhori Festival in 
Uzbekistan.

Tarakama Festival
Since 2015, the International Tarakama Charshanba Folklore Festival has been held every 
Tuesday in Gegeli Village of the Agsu region of Azerbaijan. The festival is based on historical 
and cultural backgrounds and has emerged as a public initiative. The goal of festival i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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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e the cultural identity of the transhumance lifestyles internationally and to open 
new opportunities for locals. Festivals held with limited opportunities, with the support of 
the villagers, have attracted a great deal of attention from social media and the public and 
enthusiastically increased the expectation of that day. The Gegeli Municipality and Group of 
Folklore Research and Propagation of the Gegeli village secondary school named after Hakikat 
Musayev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Azerbaijan support the festival. The festival continues 
for two nights and three days. As part of the festival, it is possible to participate in cultural 
programs of different folk groups, join an exhibition, participate in Tarakama Charshanba night 
and campfire, and visit the Agsu monuments.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according to ancient 
traditions, the animals also cross the fire. 

Sayl Qoshqar Ata Spring Festival

Municipality of Shymkent (Kazakhstan) has held the spring festival Sayl Qoshqar Ata on the 
eve of Nauryz on the bank of River Qoshqar Ata since 2016. The purpose of the event is to 
revive the ancient Shymkent holiday, promote the history of the country’s oldest city. Instill 
respect and reverence for the Qoshqar Ata river, at the source of which the city of Shymkent 

was born many centuries ago. Residents of the city have, since ancient times, celebrated the 
holiday Sayl Qoshqar Ata as a spring festival. There is an organized competition among the 
breeding rams to choose a champion. This unique river originates in the center of Shymkent 
and is fed from underground sources. According to legend, it owes its appearance to the Saint 
Qoshqar Ata, who had miraculous abilities. All this was accompanied by traditional national 
games and folk festivals. They also sacrificed a ram, asking for the welfare of fat flocks and 
the blessing of the Qoshqar Ata river. The holiday attracts the attention of not only residents of 
the city but also tourists from other regions, including foreigners. At the festival, everyone can 
compete in lifting a ram, the one who lifts it the most in a minute takes it as a prize. Residents 
of the city enjoy a game of Kazakh national games, a fair of applied arts, a concert, and a 
theatrical performance about the birth of the holiday. This holiday was born at the source of the 
river Qoshqar Ata and is peculiar only to Shymkent. The revival of the holiday Sayl Qoshqar 
Ata emphasizes the identity of town, and could be touristic attraction along the Silk Roads.

Kiyiz Duino Festival

The international felt festival Kiyiz Duin was launched in Kyrgyzstan with the aim of 
safeguarding, transmitting, and popularizing traditional knowledge and skills of the nomadic 
way of life. Accordingly, after independence, most of the local communities in Kyrgyzstan have 
started to revitalize and celebrate their traditional culture. The public foundation Kiviz Duino 
has been organizing this festival with the support of local communities to promote traditional 
crafts. The festival tends to promote traditional crafts as felting, weaving, and clothing by 
presenting and demonstrating traditional Kyrgyz costume, so all participants dressed in 
traditional clothing. Kyrgyz people lived surrounded by felt products as yurt covers, floors, 
and wall carpets, bags, blankets, details of horse equipment, and clothing were all made of felt. 
Therefore, Kiyiz Duino has organized this festival with the aim of revitalizing, safegua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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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eveloping Kyrgyz traditions. During the festival, a variety of flash mobs, presentations, 
seminars, workshops, and master classes are held by bearers and practitioners on traditional 
craftsmanship techniques. For instance, master classes about the traditional headdresses, 
kalpak and elechek and the way of production or wrapping elechek. Master classes are also 
held with the participation of bearers and practitioners of the element to better transmission 
from the older generations to younger ones. Master classes are a great opportunity to make ala 
kiyiz, shyrdaks, traditional headdresses like kalpak and elechek. Moreover, the festival created 
a platform for the exchange of experience and knowledge between bearers and practitioners 
from different regions, researchers, ICH experts, etc. to collect data on traditional culture. As a 
result of the festival, the public and young people got better acquainted with the traditions and 
customs, and people began to wear traditional clothes with embroidery in everyday life. The 
festival covers almost all ICH domains such as handicrafts (traditional craftsmanship), theater 
and music performances (performing arts), rites of blessings from ancestors (social practices 
and rituals), master classes (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 and 
depending on the program, festival organizes fragments of the Manas epic (oral traditions and 
expressions). The festival promotes traditional crafts along the Silk Roads. The festival creates 
a platform to exchange information, knowledge and skills, and communication about the 
crafts of Central Asian countries along the Silk Roads. It can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enhancing the visibility and public awareness of ICH and similar crafts with neighboring 
countries. The festival contributed to facilitating sustainable tourism by promoting the culture 
and traditions as well as safeguarding ICH along the Silk Roads. The festival can widely 
promote the development of mutual understanding, intercultural dialogue, and cooperation 
among peoples with similar or common heritage along the Silk Roads. 

Eunsan Byeolsinje

Eunsan byeolsinje is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at incorporates the cultural diversity of 
Confucianism, Buddhism, and Shamanism. Eunsan byeolsinje, which represents the creativ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mankin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promoting diversity of 
the Silk Roads ICH network, raising awareness of visibility, and encouraging intercultural 
dialogue. Eunsan byeolsinje is a ceremony that pays homage to the tutelary spirit of Eunsan, 
a village located in Eunsan-myeon, Buyeo-gun, South Chungcheong Province. The event 
combines elements of Confucian and shamanistic rites with forms of folk entertainment and 
takes place in the first or second lunar month once every three years. In recent years, it has been 
held separately as a grand festival of even-numbered years and small festivals of odd-numbered 
years. The Eunsan area played a central role in the market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agriculture during the end of the Joseon period (1392–1910). At that time, Eunsan was a rich 
farming community with bases of operation for bobusang or pack and back peddlers. The 
people’s desire for economic prosperity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led to the establishment 
of an annual rite participated in by all community members. The event has since become a 
spiritual base for local farmers and merchants. During the rite, the participants ask the village’s 
tutelary deities to bring good fortune, expel evil forces, and appease vengeful spirits. 

Orange Blossom Carnival

The carnival has been organized since 2013. This is a social movement because its content is 
formed by the habitants of Adana. The festival contains almost 120 activities in its program, 
annually. All these programs are created by volunteers. So, community participation, which 
is at the core of the UNESCO 2003 Convention, is also the core of the festival. The festival 
hosts almost one million people in four days every year. Folk dance and folk music groups, 
exhibitions of craftsman, oral narration performances telling the story of Adana, and theatre 
shows are part of the festival. As it is seen, the organization is related to ICH domain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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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al craftsmanship, performing arts, and oral traditions. The festival program is not 
limited to these ICH domains. There are interviews, exhibitions, sports contests, culinary 
shows, chess tournaments, and activities oriented at children and families. The foundation and 
then municipalities play the key role in the organization of the festival. So, we can conclude 
that the festival is the product of the collaboration of civil society, local administrations, and 
government (ministry) as well. The festival, which contains some ICH elements, has high 
visibility in Turkey, particularly in the south. And it is strongly supported by local and national 
agencies. These features of the organization will contribute to the visibility and character of the 
Silk Roads ICH Network. Besides, this festival is a good example of the cooperation among 
communities, local administrations, and government with communities taking the lead. The 
carnival is one of the biggest organizations of its kind in Turkey. With more than one million 
visitors, thousands of volunteers and NGO representatives, and hundreds of artists, the carnival 
contributes a lot to the development of cultural tourism and ICH visibility in Adana and in 
the region as well. Thanks to the festival, Adana has become a major touristic attraction. For 
many tourists, the carnival is the most important reason to be there. The carnival generates 
an important amount of revenue every year and has turned the city into an important touristic 
attraction.

Danshig Naadam

The first Danshig Naadam was held in 1639 to celebrate the enthronement of High Saint 
Zanabazar as the first Bogd Jebtsundamba Khutuktu and the spiritual leader of Mongolian 
people. It is one of Mongolia’s major religious and cultural events. Danshig is a Tibetan word 
that means Bat-Orshil in Mongolian. The meaning of the Danshig Naadam was a symbol of the 
idea of respecting the unity of the Mongols. The Doloon Khoshuu Danshig festival lasts for ten 
days and features wrestling, archery, horseback riding, a circus, art, and singers. There were 

also extensive religious festivals, scholarly debates, tsams, dances, and performances by actors. 
Gandan Tegchinlen Monastery, the center of Mongolian Buddhism and the Ulaanbaatar City 
Governor’s Office have been organizing the Khuree Tsam religious and cultural festival at Khui 
Doloon Khudag on 6 and 7 August for two years since 2015. Danshig naadam has ceremonies 
such as Soyombot flag-raising ceremony, Mandala-raising ceremony, Ochirvaani idol worship 
ceremony, Undur gegeen ceremony, Khuree Tsam jumping ceremony, Maan tug, wrestling, 
equestrian archery, and national ankle archery, monks’ competitions, art performances, and 
tourism exhibitions.

Boysun Bakhori Festival

Boysun Cultural Space was proclaimed by UNESCO as a Masterpiece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in 2001, and in 2008, it was inscribed to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under the 2003 Convention. The main purpose of the festival is to preserve 
and safeguard the spiritual and cultural traditions of Uzbekistan and widely promotes the 
historical and ethnographic features of the region, traditions of life ceremonies, folklore, music, 
arts, and crafts locally and internationally to safeguard and pass on to the next generation. 
The goals of the festival are in line with the UNESCO 2003 Convention. The open folklore 
festival Boysun Bahori consists of many cultural events, such as exhibitions of folk arts and 
crafts, gastronomy contests, traditional fashion show, folk ensembles performances, storytellers 
(bakhshi) performances, traditional horse riding games, a national wrestling competition, 
kite flying, cock fighting, sheep fighting, rope, chillak and other folk games. There are many 
encouragement awards to participants of the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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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ruz

Navruz as a spring holiday is celebrated in the Afghanistan, Azerbaijan, India, Iran, Iraq, 
Kazakhstan, Kyrgyz Republic, Pakistan, Tajikistan, Turkey, Turkmenistan, and Uzbekistan. 
Also it is also popular for people of Russia, China (Uyghurs), Europe, and North America. 
Navruz is the most popular holiday in Tajikistan. The participants of Navruz are not a certain 
group or target audience. It is holiday of all people, despite of their gender, age, nationality, 
or ethnical belonging, and even the religion. It is the festival of rebirth of nature. The festival 
of Navruz has very good effects to the development of cultural tourism and ICH visibility 
in Tajikistan. During Navruz days (according to traditions it continues for seven days) are 
organized exhibitions and selling of handicraft products with participation of craftsmen from 
the region Central Asia.

However, the question of the festivals’ contribution to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raditions through an interpretation in tourism also requires attention. Therefore, 
the studies were focused on the relevance of the festival to purposes and objectives the 
UNESCO’s Convention on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well as the effect of 
the festival to the development of cultural tourism and ICH visibility. The objectives of these 
festivals are closely associated with awareness and successful transmission of local traditions. 
Safeguarding of ICH can be interpreted as a mechanism through which selected aspects of life 
become official representations of local practices. Some ICH elements become assets for social 
development programs and provide inputs for the creative industries.

Overall,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main reasons for organizing a festival for local products / traditions are associated with 
improving the location’s image within the Silk Roads, promoting local products and traditions, 

and supporting tourism activities thus raising the local cultural awareness. The entertainment 
aspect is significant for organizers, participants, and respectively for tourists.

At the same time, respondents assessed relatively low the results achieved in terms of 
attracting tourists and promoting local business. The exchange of experiences and culture, 
and entertainment were stated as benefits from holding the event. While the majority of the 
organizers manage to attract foreign participant visitors of the events, many are mainly local 
residents.

The main obstructions that organizers are facing are related to funds scarcity and insufficient 
or ineffective advertising. In this regard, festivals’ organizers should develop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holding of such cultural events.

Sometimes there are feelings that festivals do not represent local traditions and products 
authentically. Therefore, this could lead to an undesirable level of commoditization and as a 
result lower the quality of the event.

All traditional celebrations that include the participation of the whole community are 
potentially suitable for staging a festival and attracting tourists. Special attention should, 
however, be paid to preserving their authenticity.

The quality and uniqueness of a festival are both of great importance in the development of 
successful festival tourism. To improve community support, awareness strategies should be 
implemented to inform the community on possible benefits and how the costs of the event can 
be minimized.

Rural settlements are places where tourist can search, find, or at least compensate for their lost 
identity. The image of the province as the place for origination of all traditions where one can 
find one’s origin and all that honors the national character and culture to satisfy one’s social 
demand for cultural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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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The Water-Performance Installation 
Project—Art Practice for the Coexistence 
of Humanity and Nature in the Silk Roads 
Region
Dong-jo Yoo

Summary
Dongjo Yoo, a renowned installation artist, focuses primarily on environmental projects, 
specifically projects related to water. His most notable work is the Water Performance 
Installation Project, an eleven-year project starting from 2014, involving eleven lakes and 
rivers in ten countries. Under the motto of “there is no ‘water’ in the presence of water, and 
there is ‘water’ in the absence of water,” the project has been a large success.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the environment, Mr. Yoo is looking forward to expanding his project to areas 
along the Silk Roads where water is a scarce and valuable resource. 

Opening Remarks
First of all, I must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toward all those who contributed toward 
organizing this event. As an artist who has been creating installation art involving the air, 
soil and water since 1979, I would like to say a few words before I introduce my water-based 
project and artwork.

Today, the entire world is struggling to overcome crises such as global warming and water 
shortages, and more recently, COVID-19. Although the policies of each country, along with 
modern science and medicine, may contribute to resolving these issues, I believe that the only 
true solution lies in the two values that we have learned and preserved by coexisting with 
nature throughout the millennia. These values—the minimum degree of conscience and self-
sacrifice—are connected to issues such as whether people are wearing face masks or not. The 
reason why we try to save water is because we consider the final destination of the water we 
use after we are finished with it. To this end, we try to save water, but we also refrain from 
polluting the water. That is the minimum degree of conscience and self-sacrifice that we must 
exercise to honor the water.

Water-Performance Installation Project, 2004-2014 
Over the course of eleven years from 2004 to 2014 in eleven lakes and one river in ten 
countries, the Water-Performance Installation Project (hereafter W-PIP) was made possible by 
the cooperation and close-knit network of the ministries of culture, ministries of foreign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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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mbassy, various individuals, art-related organizations, universities, and art galleries 
in each country. For example, W-PIP in India was conducted in three lakes spanning over the 
distance of 550 kilometers with the eager support and active networking of an Indian artist.

This project has a shared title: There is no “water” in the presence of water, and there is 
“water” in the absence of water.

Ranging from 20 kilograms to 180 kilograms in weight, locally sourced rocks are gathered up 
to a number corresponding to the number of characters or letters that make up the word “water” 
in the respective language of each country, then cast into different locations of varying depths 
across the lake. I perform a kind of prayer ritual, wishing that the rocks will not be found. This 
is because the discovery of the rocks will mean that we have experienced a tumultuous change.

I have been using a key instrument for this ritual since 2006—namely, a watering can. By 
watering the rocks and the lake using a watering can and a kettle, I pray for the harmonious 
circulation of the water. In 2005, I cast four rocks into Lake Ørnsø near Silkeborg, Denmark, 
took four bottles of water from the Arnakke natural spring, which is the source of the lake, and 
poured them out into the lake to wish for the circulation of the water.

Now, allow me to briefly introduce the two lakes where I conducted my project in 2013 and 
2014 as well as the installation process and the materials and attire used. 

Lake Baikal in Russia is the deepest lake in the world and known for its outstanding water 
quality and biodiversity. The lake is 636 kilometers long with an average depth of 744 meters 
and maximum depth of 1,637 meters. It contains around 20 percent of all freshwater on Earth. 
The largest island in the lake, Olkhon Island, is located off its western shore and there is a rock 
called Shaman Rock on the western side of the island. The deepest point of the lake is located 
on the opposite side of the island from Shaman Rock, around 10 kilometers off the eastern 
coast of the lake. It was there that I cast into the water a large rock weighing 180 kg, which 
was carved with the letter “в” and constituted the largest among four rocks, each inscribed with 
a letter from the Russian word “вода” for water, only inverted upside down. Starting from that 
point, I sunk the rest of the rocks, representing the letters “о,” “д” and “а,” across a stretch of 
water spanning 70 kilometers up to the vicinity of Olkhon Island. 

In Lake Titicaca, located 3,812 meters above sea level, there are 41 islands of various sizes. 
Among them, Taquile Island is situated around 45 kilometers from the city of Puno. A small 
island measuring 5.5 kilometers in length and 1.6 kilometers in width, the local residents 
traditionally wear clothes, hats and bags that they or their family members craft by hand. In 
particular, the belt-shaped textile handicraft items that most men wear around their waist are 

known for their intricacy and exquisite details across the world, but they are also inscribed 
with an agricultural calendar and farming methods. In recognition of the transmission of oral 
traditions and textile handicrafts, Taquile and its textile art were inscribed in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in 2008. I purchased some 
of the belts and traditional hats that the locals were wearing and used them for a performance. 
In the Quechua language of the Incans of Peru, the word for water is “unu,” and since the 
language has no writing system, I wrote the word in the English alphabet. Lastly, I cast into the 
lake a rock, carved with W-PIP, to symbolize the finale of the water-performance installation 
project.

The Water of the Silk Roads and W-PIP

1) Water of Nile

In the case of the Nile in 2009, I created a separate sculpture installation alongside W-PIP at 
the request and with the support of the Aswan headquarters of the Nile River Protection and 
Development Agency. In the middle of the lake, there is a large island named Elephantine, 
which is home to ancient remains and the Aswan Museum. In the southeast of the island, there 
are nilometers, which are some of the most notable artifacts from Ancient Egypt. The g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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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Nach der Natur” Boat Performance without Oars, Kuhmuehlenteich of Alster Lakes in Hamburg, 1991, Mike Hen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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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area, including the riverbed, consists entirely of red granite. Around 10 meters from the 
southern tip of the island, there is an uninhabited islet, where I carved the Arabic character for 
“water” upside down. This piece was titled “Water of Nile.” As this was in December at the 
peak of dry season, I was able to carry out my sculpture work on the islet. The “water” remains 
submerged under the river for the remaining nine months of the year and gradually reveals the 
bedrock bearing the upside-down character for “water” upon entering the dry season. At last, 
the character for “water” is reflected onto the river in its entirety. I have been told that many 
tourists visit Aswan to admire the two different kinds of water.

2) Water of Silk Roads

Although Central Asia largely consists of arid deserts, mountains, highlands, and steppes, it is 
also home to numerous lakes and rivers. Among the trade routes that historically connected the 
East and West, the Silk Roads refers to the road or route used for the exchange of civilizations 
and cultures among cities located across the deserts and oases of the region, in which water 
served as both a key instrument and source of livelihood. Another crucial factor that allowed 
the Silk Roads to flourish was the character of the various peoples that inhabited Central Asia, 
whose remarkable flexibility, openness and receptiveness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and 
growth of diverse languages, writing systems, cultures, arts and religions, while also laying 
bridges across different civilizations. This is the reason why the Silk Roads holds a special 

Figure 2 W-PIP 2013 Lake Baikal, Russia
Photograph by Minwoo Lee
© Dongjo Yoo

place in th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s the path through which glorious civilizations are 
preserved and shared. 

However, for years, the many regions that constitute the Silk Roads have been struggling as 
a result of global warming and water shortages caused by worsening desertification, which 
are significant obstacles to the conservation and continuation of traditional cultures, including 
nomadic lifestyles and agriculture. I plan on finding select rivers with outstanding vistas, where 
I will install a sculpture representing the “Water of Silk Roads,” through which countless 
visitors will be able to witness “two types of water” and gain a new appreciation towards 
water. In addition, I will collaborate with artists from the countries located along the Silk 
Roads to further develop W-PIP and create an opportunity to rethink the issue of water and the 
environment.

Figure 3 Three Kinds of Water 2002-2008,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in Seoul, 2005
Media Installation (1000 Bowls, Water, Video player)
Photograph by Gangsun Lee
© Dongjo 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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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and Installation Art

1) Three Kinds of Water, 2004, Outdoor Sculpture Installation 

Installation pieces are designed to independently embody and demonstrate the physical and 
cultural relationship between text and the subject that it describes, through the medium of 
natural changes in the environment. The indoor and outdoor installation of this piece, “Three 
Kinds of Water,” is no exception. For more information on the outdoor installation, please refer 
to the photographs, installation details and explanation.

2) Three Kinds of Water, 2002-2008, Indoor Video Installation

This installation piece comes to life when the word “water” meets real water. “Three Kinds of 
Water” can be split into A and B, which may be identical in terms of the installation themselves, 
but nonetheless show slight differences.

The thousand or so bowls placed across the exhibition hall floor are all filled to the brim with 
water. In the case of A, the word “WATER” is projected upside down onto the wall and reflects 
the right way up onto the water-filled bowls on the floor. In the case of B, the word “WATER” 
is projected upside down onto the water-filled bowls and reflects the right way up on the wall. 
The reflections eventually start to change at a very slow pace with the evaporation of the water. 
At last, when the water is completely evaporated away, the reflection of the word “WATER” 
also disappears. The speed with which the water evaporates and the reflected word becomes 
distorted depends on the climate, temperature, conditions in the exhibition hall, and the number 
of visitors. The water reflects everything and expresses its state of reflection.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hange of the water causes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d “water,” which refers 
to the physical substance of the water, and this foreshadows the coming transformation of the 
culture surrounding water.

As you can see, upside-down letters comprise a key element in my installation works and 
W-PIP. In Jeju Island of South Korea, there is a tradition of writing the word “water” or “海,” 
meaning the ocean, on a piece of white paper and attaching it to the wall in the kitchen or above 
the stove, where fire is often used, based on the belief that water will overflow and subdue any 
fires. This is a case in which people recognize the power of written text in real life and wish for 
a corresponding effect.

Closing Remarks
I have encountered water-related cultures in numerous countries through the course of W-PIP. 
These include beautiful traditions such as showing gratitude for the benefits of water, praying 
for the permanence of water, and worshipping the sacred nature of water as the substance 
that connects life, religions and cultures. I also witnessed the wisdom of saving water among 
natives of the region surrounding the lake that contains the largest volume of freshwater on 
Earth. I remember each and every one of these waters with special admiration, because these 
waters each had a unique way of reflecting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human cultures. 

Today, global warming is melting the glaciers and evaporating the water that serve as the 
source of rivers and lakes in Central Asia at an ever-accelerating pace. Though there have been 
various multinational endeavors to abate this phenomenon, the absence of a clear response 
has come to highlight the need for greater cooperation among Central Asian nations. The 
water-performance installation project aims to continue out of its wish for the “coexistence of 
humanity and nature in the Silk Roads region” and restoration of the spirit of water. While we 
cannot violate the physical property and power of water, we can discover clues for a resolution 
to our current dilemma through the spirit of water. Water does not fight, but rather accepts all, 
creates harmony with its surroundings, and flow endlessly. And, eventually, it becomes whole 
once more.

Figure 4 W-PIP 2011 Lake Man Sagar, India
Photograph by Minwoo Lee
© Dongjo 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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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Discussion
Moderator: Eunkyung Oh

Moderator to Helena Norberg-Hodge: You have emphasized a new order and a way of life 
and the need to promote localization to escape from globalization and cultural uniformity. In 
my opinion, this localization can be carried out more easily in the post-CORONA era; what do 
you think? And this is the second question, in the post-CORONA era, is there a need to change 
the direction or strategy of the localization movement? If so, what would it be? People 
nowadays talk about new normal, so please also tell us about the post-CORONA era 
localization.

  Helena Norberg Hodge: After Covid, there is no doubt that people around the world have 
become much more interested in their local food economy and in their local community. In 
many parts of the world, there were very inspiring demonstrations that people were looking 
out for each other, and they formed informal groups. Even when they could not meet, they 
still supported each other. Now, there is a very important truth I think, which is that we are 
not going to go back to normal whatever happens. Things are always changing. The danger 
is that our governments are locked into supporting, blindly supporting, a more competitive, 
high tech globalizing part, and with Covid, there has been an acceleration of the dependence 
on the screen, on Amazon, and on Google, and this is a very dangerous direction because 
we need a balance between dependence on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nd the global 
infrastructure. And, we must restore the balance that allows local infrastructure and local face-
to-face culture—the lived culture of people feeling connected to their community, as I said, 
particularly, with intergenerational community that is still demonstrated in the cultures we are 
hearing about today. Along the Silk Roads in these ancient cultures, there are still remanences 
of that intergenerational connection, the connection to nature and the celebrations—the 
festivals that we are talking about represent that. But we need to make sure that these are not 
just for tourists that this is actually a way of maintaining the cultural fabric. Unfortunately, 
most of it is for tourism. Unfortunately, most of the real interdependent human culture is fading 
away. So we have to actively support a different direction. There is the question of restoring the 
balance between local and global and that is to do with both the cultural vitality locally of face-
to-face lived cultural experience versus a relationship to the global role models, global ideas of 
who it should be, and we are in danger now after Covid of allowing our governments to support 
globalizing high tech AI, very competitive—Competition really to Mars to look for minerals 
while we destroy the minerals on the ground. We need to be restoring the soil, the minerals, 
and the health of our ecosystems. We need to slow down. We need to create more collaborative 
relationships locally and globally. Covid has definitely helped to create a platform where 
more people are looking for solutions. I want to make a big plea for the big picture, a holistic 
understanding that we cannot separate economic development from cultural development for 
ecological sustainability. We have to understand the impact of the globalizing part on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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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cology, and it means we need to change the ecological trajectory to support cultural 
diversity and biodiversity.

  Moderator to Seong-Yong Park: You have been working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Central Asia for the past ten years. You said tha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an be a driving 
force for sustainable growth. Can you describe a specific case for this? And, this conference 
started with your ideas, and I know that you have been leading. Do you have a specific idea of 
the kind of system you want to create for the Silk Roads network? Simply, we want to listen 
about your Silk Roads system briefly. 

  Seong-Yong Park: As for the first question about the role of IC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we have been collecting many cases about this role of ICH contributing to sustainable 
development for many years. We have come up with several publications dealing with this 
topic. You can access to ICHCAP’s website for more information about feedback from 
member states. If I briefly explain the impact of ICH to sustainable development, it is widely 
acknowledged that ICH has a strong impact on boosting cultural tourism and economic 
development as well as environmental protections and ecological sustainability. At the same 
time, it also strongly boosts the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of cultural resources, such 
as traditional knowledge and other cultural resources for future generations. These are very 
important components when we speak of the role of ICH in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e second question about the future network about Silk Roads ICH, basically we have 
some direction to formulate this network as an ICH-community-based and inclusive network. 
So for today and tomorrow, we will hold a strategic meeting about the network so we are going 
to deal with cooperation issues and the official network. At the same time, we are going to 
handle this issue very specifically for the future to get more feedback from the stakeholders 
along the Silk Roads. So we will have clearer ideas after having collective intelligence from the 
Silk Roads region. 

  Moderator to Alisher Ikramov: First, can we create a system that can develop ICH festivals 
among Silk Roads countries? If this happens, it will create a great economic effect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among Silk Roads countries. I think that it will be able to contribute 
greatly to solidarity and communication among Silk Roads countries, too. For example, there 
is a case with the Turkic council recently developed a Silk Roads tourism project and made it 
possible to freely travel through with a Silk Roads visa. These kinds of problems can happen. 
For a second question, ICH has been developed as a tourism resource as the festivals became 
commercialized, are there any concerns of losing the traditional value or original meaning? If 
that could happen how can we prevent that in advance?

  Alisher Ikramov: I think the answers to your questions are very simple—they are yes and 
yes. If you remember the first question is related to cultural tourism and to what extent it 
can promote solidarity among countries along the Silk Roads. The answer is simple, yes, of 
course. But there should be a balance. Tourism should not be the purpose. The real purpose 
is to safeguard the heritage elements locally and promote local values. In local communities 
or groups, or individuals which we call ICH practitioners, we have to keep things in balance 
between the strategy of cultural tourism verses the preservation and benefits for local 
community to pass the heritage along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e second question in relation to possible commoditization, yes, there is a challenge and a 
potential problem. We have to think more about the benefits to the local communities. Life is 
constantly changing. Traditions from medieval times now have transformed through different 
modalities. Also traditions are subject to change from time to time. But commercialization can 
have a negative impact on local traditions and social practices. We should not be in favor of 
folklorization when folk activities become something only for the public, visitors, or tourists. 
We have to think in terms of cultural diversity and biological diversity. We have to respect the 
interlinkages between the environment and human society. 

  Moderator to Dongjo Yoo: There are many disputes over water in Central Asian countries. 
It can be seen in the dispute between Uzbekistan and Tajikistan over the Amu Darya River in 
Central Asia. The deflation of the Aral Sea is a very serious problem, do you have any plans to 
use your installation art to the Aral Sea? 

  Dongjo Yoo: I think there are variations in water levels. I plan to implement W-PIP to raise 
awareness about the importance of water. For the second question, it is a kind of a natural 
disaster caused by human beings. We need to be aware of environment protection. As in my 
field of installation art I would like to promote the issue related to the Aral Sea as a  positive 
education experience and value. 

  Audience question: In terms of constructing the Silk Roads network, what is the role of 
China?

  Seong-Yong Park: We haven’t excluded any countries from the Silk Roads network. IICAS 
has tried to invite and induce participation from member states. Definitely, China is very 
important as a country and a partner. In terms of implementing the recent survey project 
targeting Silk Roads festivals, in this project, the facilitator could not invite some countries, but 
for future collaboration, we can fully invite member states along the Silk Roads area, including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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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of Tajikistan : Role of Festivals for ICH 
Safeguarding within Local Communities
Dilshod Rahimi

Summary
In 2017, Tajikistan ratified the 2003 Convention. Two years later, the Tajik government passed 
a decree and project to take place between 2013 and 2020. The goals of this project were to 
safeguard ICH from disappearing; reviving traditions; helping and supporting performers 
and masters; endorsing cultural elements accessible for wide use; studying and preparing 
books, films, and musical discs; and organizing folk festivals, cultural competitions, and other 
exhibitions. The festivals have several social and cultural functions due to their continuity. In 
festivals, a person experiences his/her membership in society and feels the collective solidarity. 
Festivals also include didactic elements, mainly structuring the young generation in the task of 
responsibility among other members of the society; they should follow prescribed social and 
cultural norms. At the same time, festival also function on a psychological level, giving people 
a sense of national or ethnic identity and building social integration, solidarity, thus creating an 
atmosphere of friendship.

Festivals have the ability to promot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r local communities, 
which ultimately leads to positive safeguarding within those communities holding or 
participating in the festivals. Festivals are an opportunity to promote ICH and garner 
interest from younger generations

ICH in Tajikistan
On 17 August 2010, the Parliament of Tajikistan adopted Ratification on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territory of the country and became а member of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llowing that the 
National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territory of Tajikistan was prepared. This 
list was updated five times until today. 

On 31 May 2012, the government of Tajikistan on Safeguarding projec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he Tajik people issued a decree for years 2013 to 2020. Executive organizations are 
Ministry of Culture of RT, Academy of Sciences of RT, Television and Radio Committee and 
Departments of Culture of the districts and regions of Tajikistan.  The goals of this project are 
to safeguard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rom disappearing; revive some of good traditions; 
help and support performers and masters in continuation of tradition; endorse cultural elements 
accessible for wide use; study and prepare books, films, and musical discs; and organize folk 
festivals, cultural competitions, and different exhib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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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ilation and publication of illustrated a multi-volume encyclopedia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country is another project activity. We have thus far published four volumes of this 
encyclopedia.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in the study, safeguarding and promo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he people Tajikistan put considerable contribution into some public organizations, including 
Ilm va Maorif, Safi, Odam va Olam, Nuri Umed, Haft Paykar, Ravshan, and Association of 
Craftsman of the Soghd Region which are making a significant contribution. 

The Research Institute of Culture and Information along with the study and research of 
art, library issues and the country’s media are engaged also in exploring, documenting, 
inventorying, and mak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ince 2016, the book serie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ajik People, which reflects 
the breadth and variety of the result of the painstaking work of the research members of the 
institute, has been published. So far, nine volumes in this series have been published and the 
tenth volume is in preparation. Additionally, in collaboration with ICHCAP in 2017, the book-
album titl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ajikistan was released. In short, all of these 
initiatives are targeted to facilitate promotion, preservation and protec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of Tajik nation.

The government of Tajikistan also support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forms of 
celebrations and festivals, special dedicated days like the day of traditional music Shashmakam, 
Day of Falak music, and others.  

Some Words about Festivals
Festivals are capable of demonstrating and evaluating cultural traditions, and they put a 
considerable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tourism and the local economy. In its broader 
sense, festivals may refer not to any particular event but to the expressive aspect of all human 
activity. 

Festivals provide researchers with rich sources of information about cultures. In many 
cases, festivals explain and dramatize a culture’s mythology, religious beliefs, and symbolic 
information about the social and cultural worlds. The festivals also demonstrate traditional 
costumes, food, music, folklore, sports, and games. 

Functions of Festivals
The festivals have several social and cultural functions, due to which they are provided their 
continuity. In festivals, a person experiences his/her membership in society and feels the 
collective solidarity. 

Festivals also include didactic elements, mainly structuring the young generation in the task 
of responsibility between other members of the society; they should follow adult people in 
performing prescribed social and cultural norms.

Festival also functions on a psychological level. It gives people a sense of national or ethnic 
identity, builds social integration and solidarity, and makes friendly atmosphere.

Popular Festivals in Tajikistan
There are different festivals in Tajikistan, which can be categorized into seasonal: Navruz 
– spring holiday (21 to 25 March), Mehrgon, a harvest festival celebrated in autumn (15 
October), Sada, a winter festival (30 January); culinary festivals: Oshi Palav (national food), 
Festival of Bread; musical festivals: Shashmakam (12 March), folk music Falak (10 October); 
festivals of folk crafts Diyori Husn and Bozori Hunar, festivals of traditional dresses 
Jilvai Chakan (traditional embroidery); Atlas, Chakamai Gesu; folklore festival Andaleb; 
agricultural festivals Idi Asal (Holiday of Honey), Idi Kharbuza (Holiday of Melon),  and Idi 
Kadu (Holiday of Pumpkin) and others. 

After gaining independence the country, some old holidays of Iranian people were revived, 
like Sada, Mehrgon and Sayri guli Lola (Tulip festival), but it should be noted that they were 
revived based on some existing and viable folk celebrations. 

The Place of ICH Elements in the Festivals
In all kinds of activities or events of a festival, people participate as a spectator or participator, 
or a mixture of these. A festival may include spectator or participatory variations of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types of activities: ceremonies, concerts, music, competitions,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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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ions, contests, dancing events, meals, parades, performances, songs, speeches, and 
sports. Each of these categories has its genres and elements. For example, music may consist of 
instrumental, vocal, modern, and traditional. 

In Tajikistan’s popular festival Navruz the most exhibited elements are spring herb food 
(sambusa, dalda, kashk), spring dresses (atlas, adras, ikat, chakan), sports (races, wrestling, 
rope-pulling, horse track); in the harvest festival, Mehrgon, fresh local fruits, honey, grain, 
cotton are put on exhibition. The winter festival, Sada, is considered a preparation mark for the 
upcoming spring, which includes exhibition of seeds, saplings, as well as selling winter meals, 
sweets like different kinds of halva and candies. The food festival Oshi Palav (Pilaf) is mainly 
dedicated to this kind of traditional meal, which is not of a Tajik meal, but also is a popular 
dish in Central Asia. This festival has contests like best pilaf cooker, best decoration of pilaf, 
best carrot cutter, best songs and dances about pilaf and other dishes. 

Community Contribution to the Holding of Festivals 

There are many motives for participants to attend a festival. First of all, they feel a sense of 
being part of the community, which is considered main organizer of the festival. Such people 
try to put their contributions in planning, arranging, decorating, and controlling activities of the 
festivals. 

In the case of Tajikistan in a festival, which is consisted of several parts, like musical part, art 
show, exhibitions of handicraft product, fruits, vegetables, food and so on, each part of festival 
area has its supervisor or a person for controlling the processes of preparation and performance.

Other participants visit the festivals for relaxing, seeking excitement, buying special things, 
experiencing event novelty, socializing, and family togetherness. Cultural attention is also a 
significant reason for participants to attend a festival.

Participation in Tajikistan’s festivals has no restriction to gender, age, ethnicity, language, 
religions, beliefs, belongings, living territory, and other categories and attributes of people. 

Contribution of Festivals in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festivals contribute greatly to safeguarding and ensuring viability of traditional events and 
folklore. 

Also ICH festivals help to popularize the elements among the public and especially among the 
youth, which ensures the transmission of the traditional knowledge and practices. 

ICH festivals also encourage the local communities to create networks on regional and sub-
regional level, thus they started to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fairs and festivals as well. The 
contribution to grow of local community’s welfare from participation in various festivals 
should be also mentioned.  

Here, we would like to bring couple of examples from Tajikistan, where ICH festivals 
contribute to safeguarding and development of certain elements of traditional culture.

Example 1. Sumanakpazi Tradition
Sumanakpazi refers to cooking sumanak, a dish prepared during the Navruz festival. Sumanak 
is made of juice extracted from the wheat sprouts and is cooked in flour mixture and oil. The 
process of sumanak preparation is as follows: certain amount of wheat is taken and washed and 
soaked in the water then the extra water is drained and the wheat is left under the rain (if it is 
the rainy season) and is kept in the shade or a humid place for few days until the wheat sprouts.

When the wheat has grown to the desired size then three or four women will gather in the 
house of the one who is hosting the sumanak cooking. The preparation starts by extracting 
juice from the wheat sprout by means of hammering it in a pounder. The juice is then poured 
through a sieve to clean it. Afterwards a fire is lit and big cauldrons are heated with oil in 
them. Than the wheat juice is poured into them and seven small stones or walnuts are added. 
The later elements has both practical and symbolic significance: the seven is a perfect number 
and is meant for the new year to be perfect it also helps during the mixing the sumanak in the 
cauldron, and it helps preventing the mixture to stick to the cauldron. After the sumanak is in 
cauldron the women take frame drums and sing the traditional sumanak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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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anak is cooked overnight about eight to ten hours. When it is ready, one of the elderly 
women prays over the dish and pours it into bowls for the host family. Afterwards, the 
sumanak is distributed in the neighborhood, and it is believed that it counts as a good merit for 
distributing it widely among elderly, sick, and poor families.

It should be noted, that sumanak cooking is a spring tradition, and it is prepared only during the 
Navruz festival. 

Example 2. Traditional Sport
There many kinds of traditional sports, such as wrestling, archery, goat-snatching, and rope-
pulling, which are held in the contexts of popular festivals.

Wrestling events and competitions in Tajikistan are organized for traditional festivals, such 
as Navruz, Mehrgon, and official state holidays. Wrestling parties take place in the fields and 
attract many wrestlers from around the country.

In buzkashi (goat-snatching) games up to three hundred horse riders—or chapandoz—will 
gather to play, making it the most competitive game. There, a headless carcass is placed in the 
center of a circle and surrounded by the players. The object of the game is to get control of the 
carcass and bring it to the scoring area. 

The players are not the only ones who undergo arduous training; the horses that participate in 
buzkashi must train for two to three years before ever making it to the playing field. 

Thus, ICH festivals are a practical mode of transmission of traditional cultural values. Each of 
festivals and holidays consists of particular ICH elements, which are transmitted along to the 
festival knowledge and practices from ancient times. 

ICH festivals are of crucial importance, giving us identity and a sense of belonging, 
connecting the past, present, and future. Understanding the festivals of various communities 
enables dialogue between cultures, giving seed to mutual respect for different ways of life. 
Festivals boost solidarity within a society, allowing individuals to feel like they are part of the 
community an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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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Case of Kyrgyzstan: Influences and Effects 
of ICH Festivals on Local Communities
Sabira Soltongeldieva

Summary
The ICH festivals in the Kyrgyz Republic are a great way to safeguard the cultural heritage. 
Kyrgyzstan has a rich ICH and embraces all ICH domains including the oral traditions and 
expressions, performing arts, social practices, rituals and festive event, 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 and traditional craftsmanship. Festivals feature various 
ICH domains such as arts and crafts, cuisine, folklore, felt, hunting with birds, horse games, 
etc. For instance, the festivals Kyrgyz Shyrdagy and the Oimo International Festival are held 
with the aim of safeguarding and popularizing traditional knowledge and skills of handicrafts, 
for safeguarding and promoting traditional games, various birds of prey festivals are held, such 
as Salbuurun and Kok Boru. Moreover, festivals are dedicated to safeguarding oral traditions, 
such as Aitysh, the art of improvisation as well as many other festivals reflecting traditional 
cuisine, folklore, etc.

The government of the Kyrgyz Republic is making efforts to safeguard the cultural heritage and 
ensure the continuity of their development. After ratifying the UNESCO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2006, the Kyrgyz Republic established 
a national program to study, promote, popularize, transmit, and safeguard and adopted the Law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2012. 

Moreover, concerned communities are also very active in safeguarding, promoting, and 
transmitting the ICH. For example, festivals are mostly organized by the initiative of the 
bearers and practitioners themselves. 

Accordingly, ICH festivals have a great contribution to concerned communities in:

• safeguarding and transmitting their ICH knowledge and skills
•   fostering the popularization and visibility of the ICH elements among the public and 

youth
•   encouraging the local communities to establish networks on regional and sub-regional 

levels (promoting the ICH elements in international fairs and festivals)
• contributing to the welfare of local communities

The festivals such as Kyrgyz Shyrdagy and Nomad Games reflect the revival and good 
safeguarding practices of rich history and nomadic customs and traditions of the Kyrgyz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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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gaining independence in 1991, the local communities in Kyrgyzstan got an opportunity 
to start working on revitalizing and celebrating their traditional culture. The traditional game 
practitioners and knowledge bearers from different communities across the country started 
building connections among themselves and identified many challenges for safeguarding the 
ICH in Kyrgyzstan such as the loss of knowledge about the traditional games and the lack of 
interest of the younger generation to play traditional games. For example, the Ala-kiyiz and 
Shyrdak traditional felt carpets were under serious threat of being lost. Accordingly, in 2012 
Ala-kiyiz and Shyrdak, the arts of Kyrgyz traditional felt carpets, were inscribed on th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At that point, the bearers and practitioners of the element established a Crafts Council of the 
Kyrgyz Republic in 2013. The Crafts Council of the Kyrgyz Republic is an association of 
craftspeople, the purpose of which is to safeguard and further develop handicrafts. 

In 2010, various festivals were organized such as Kyrgyz Shyrdagy to popularize this heritage. 
The festivals have become a platform for crafts people from all regions of the country. 
Within the framework of the festival, various exhibitions, fairs, and master classes are held. 
Consequently, it has improved the living standards and social status of artisans. The festival has 
contributed to the revival and safeguarding of the knowledge and skills of making felt carpets. 

The Kyrgyz Shyrdagy festival is held annually in the Naryn region with the participation of 
craftspeople in all regions and is highly attractive to tourists. The main goal of the festival is 
to popularize crafts and decorative arts of the Kyrgyz people, as well as support the bearers 
of the elements. As a result of the festival, the quality and design of felt products shyrdak and 
ala-kiyiz improved, the number of young people engaged in the manufacture of traditional 
felt carpets gradually increased, marketing and tourism are developing every year. Shyrdak 
felt carpet became popular product on the local and international craft market, providing a 
significant income for rural women. Demand for felt carpets in local and export markets have 
increased.

The nomad game festivals are other great examples that have proven to be effective in 
promoting the vitality, popularization, and revitalization of not only traditional games but 
also ICH in general. The nomad games provide a broad platform that strengthened concerned 
communities. 

The traditional game practitioners across the country identified safeguarding needs that focused 
on documentation of the traditional games and raising the public’s awareness about these 
games. The documentation of traditional games and the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them started in 2007. During the field studies the research teams documented more than 

220 traditional games (or about 375 with regional varieties of the same game are counted as 
separate games) across the country. The regional differences in playing rules and techniques of 
the same games have also been documented and inventoried.

To share the results of extensive documentation with the general public and to celebrate the 
diversity of traditional games, the local communities and the representatives of federations 
proposed to conduct traditional nomad game festivals on a provincial level. The main 
objectives:

• learning workshops for the visitors,
• interactive presentations of the outcomes of the documentation process, and 
• traditional game competitions.

-   The nomad games fostered in safeguarding and transmitting the traditional games. For 
instance, the number of traditional game practitioners rose from about 2,000 in 2007 to more 
than 55,000 across the country in 2020 and about 100 formal and informal clubs in 2007 to 
1,048 in 2020.

-   Establishing and strengthening links with the other ICH elements: a platform not only for the 
traditional game practitioners but to a wide range of traditional craftsmen and craftswomen, 
artists, singers, dancers, performers, etc. 

-   Revival—before the traditional craftsperson's almost stopped making equipment needed 
for games, e.g. traditional saddles and horse tack for the horseback games; wooden boards, 
wooden and stone pellets for the board games, etc. As more people started playing the 
traditional games, it became viable for the craftsperson to start making the game equipment 
again. Nowadays, more than 5,000 woodcrafters and gold-, silver-, and blacksmiths, 2,000 
yurt makers, 5,000 ak kalpak and elechek craftswomen participate in the program and sell 
their crafts.

-   Economic benefit—stalls and pavilions to showcase their performances, to hold workshops 
and to sell their crafts. 

As a result of the local and provincial festivals, concerned communities and the government of 
the Kyrgyz Republic has launched the World Nomad Games (WNG) in 2012. The WNG are the 
biggest international project initiated for the revival and safeguarding of the culture of nomadic 
civilization. The WNG were held in 2014, 2016, and 2018 in Cholpon-Ata, in the Issyk-
Kul Province of Kyrgyzstan that brought together traditional game practitioners from many 
countries. For example, in 2014, 1,200 athletes from 62 countries participated in com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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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in 2018 3,000 athletes from 77 countries. At the same time,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game program, the WNG include ethno-cultural programs such as fairs, exhibitions, concerts, 
performances, as well as scientific conferences and forums for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research in the field of culture and traditional games.

The WNG has contributed to science in cultural heritage and transmission of the ICH in 
general. Traditional game federations have established networks in a number of counties—
Salbuurun Federation (seventeen countries), Kök Börü Federation (ten countries), Alysh 
Federation (sixty-three countries), Kyrgyz Kürösh Federation (twenty-seven countries), Toguz 
Korgool Federation (thirty-three countries), Er Engish Federation (thirteen countries), and 
Ordo Federation (six countries). Moreover, a wide media coverage: the traditional games had a 
very low profile in media but after program evolved, it started attracting more and more media 
attention. For example, simple Google search displays 17,100 items related to the Nomad 
Games from 2014 until 2020. During the Third World Nomad Games in 2018, the official 
hashtag of the World Nomad Games has been mentioned in 32,015 publications on Instagram 
and in 95,078 publications on Facebook.

As a result, ICH festivals became one of the main attractions for international tourists in 
Kyrgyzstan that contributed to the local economy and to the livelihoods and well-being of 
concerned communitie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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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 of Kazakhstan: ICH Festivals’ 
Influence and Effects on Local Communities
Khanzada Yessenova 

Summary
Kazakhstan is home to many major local festivals, and the vibrant communities that help 
these festivals come to fruition are part networks that help promote the festivals. As a result, 
the local festivals have turned into multinational events. As an example, the World Nomadic 
Games (WNG) is held biennially and has grown considerably, in 2018, 3,000 athletes from 77 
countries. The WNG has contributed to science in cultural heritage and transmission of the ICH 
in general. Traditional game federations have established networks in a number of counties-
Salbuurun Federation (seventeen countries), Kök Börü Federation (ten countries), Alysh 
Federation (sixty-three countries), Kyrgyz Kürösh Federation (twenty-eight countries), Toguz 
Korgool Federation (thirty-three countries), Er Engish Federation (thirteen countries) and Ordo 
Federation (six countries). As a result, ICH festivals became one of the main attractions for 
international tourists in Kyrgyzstan that contribute to the local economy and to the livelihoods 
and well-being of concerned communities as well

Cultural heritage continues to be deeply tied to perceptions about nationhood, authenticity, 
and deep enduring roots that were developed during the two recent centuries. Whether being 
classified as tangible 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r natural heritage, it has become a major 
cultural resource and pillar of sustainable development [Hawkes, 2001]. As per regular reports 
to the 2003 Convention1 Intergovernmental Committee, several nation-states have adopted 
measures to promote the maintenance of rituals and various bodies of knowledge, occupational 
skills, and arts that are transmitted orally, by gestures or by examples, and there is a strong 
competition to have elements of the national ICH nominated on UNESCO’s Representative 
List. Hence, the actual implementations of these measures have not always been successful.

There is also the strong interweaving between the tangible and the intangible. The intangibility 
of cultural heritage is articulated through the materiality of culture. In a paradox, the tangible 
can only be understood and interpreted through the intangible (Munjery, 2004). 

People and communities are the focal point in ICH, as it is mostly based on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and ‘unskilled’ knowledge, that is, knowledge acquired by practice and experience 
(Stefano et al, 2012). Hence, ICH encompasses cultural and social practices, ceremonies, 
various forms of arts and crafts, places, and occupational skills. The notion of safeguarding 

1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ereafter 2003 Convention)



078 079

Case Studies on the Vitalization of the Silk Roads ICH: ICH Festivals & Sustainable Development

is central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 conveys the idea of protecting and preserving, 
and at the same time ICH transmission by reaching wider audiences. That is, where the local 
communities and municipal authorities can play an important role. The communities carry 
out various activities and events in art competitions, crafts workshops for adults and children, 
concerts, theatre, and dance performances and arts and crafts fairs. This is usually done in 
connection with special venues related, for instance, touring artists, performing groups, and 
new exhibitions. Needless to say that conducting such activities would be impossible without 
cooperation with local and provincial authorities.

ICH festivals provide a venue to jointly reflect on the ICH held by each community and to 
explore various activities promoted by other communities. The tradition of holding local festive 
events somehow had strengthened in Kazakhstan for the last decades. 

In our fast overlook of the interviewed group of ICH-related groups in selected provinces of 
Kazakhstan, almost 52 percent (51.9) of the local ICH festive events have been established in 
less than three years, and 44.4 percent were functioning about 5 to 7 years. 

Today, the viability and sustainability of the ICH depend primarily on financial resources to 
support it. 37.2 percent of the local festive events were supported by the local authorities from 
the municipal budget, 23.3 percent—received support from the cultural centers, and 14 percent 
from public associations. 

The 2003 Convention is somehow unclear regarding the communities involved and the 
stakeholders. These were specified at the meeting arranged by the Intangible Heritage Section 
of UNESCO and the Asia/Pacific Cultural Centre for UNESCO in Tokyo in 2006. Three main 
groups of stakeholders were listed (Naguib, 2013):

(1) Specific communities considered to form networks of people whose sense of identity 
or connectedness is tied to a shared history based on the practice and transmission of or 
engagement with their ICH.

(2) Groups of people within or across communities who share characteristics, such as skills, 
experience, and special knowledge, and play important roles in the present and future practice, 
re-creation and/or transmission of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3) Individuals within or across communities with specific skills, knowledge, experience, or 
other attributes.

The traditional competitions of performing arts and sports (singers, music players, children’s 
games etc.), which target different groups, can enhance the transmission of cultural heritage 
and strengthened an intergenerational dialogue accordingly by demonstrating their skills and 
expertise, and encouraging bearers and the younger generation to become more interested. 
These are: Babalardyn Kozindey Kazietti Dombyra (at Shortandy area) and Bi Aleminde Dance 
Festival (Zerenda). The local theatres and philharmonics organize almost 14 percent of local 
art competitions. There is the Turki Alemi international festival of ensembles and orchestras, 
which invites participants from neighboring Turkic countries and territories (Kyrgyzstan, 
Uzbekistan, Tatarstan, Bashkortostan, etc.), and Zhubanovtar Aueni International Festival and 
competition of folk orchestras and ensembles. 

Some festivals follow traditional art performances2, like Yer Yedige—Nogayly Dauirirnin 
Zhyrlary National Festival (Aktobe Province), which promotes the revival and development of 
the unique art of zhyrshy-zhyrau. Uly Dala An men Jury, Aqyndardyn Jeti Qyry is the national 
contest of oral folk poetry and song and Zhibek Zholy singers competition (Aktobe). Popular 
contests, such as Zhan Serigim—dombyra (Aktobe) of traditional singers—zhyrshy, regional 
competition of traditional songs Zhuldyzdy zhekpe-zhek (Zerenda), Jezkiik Music Festival 
(Karaganda) and Gasyrlar Uni Festival (Burabay) for recent decades attract participants and 
visitors from the whole country. Also, the Literary Arbat (Atbassar) and Korkyt zhane Uly Dala 
Sazy Folk Art and Music Festival (Kyzylorda) can be listed. In Kostanay City the Desht-Thor 
International Festival (named after Thor Heyerdahl) tries to link ancient art technologies to 
modern cultural communications.

It was interesting to observe the growth of interest of the local museums and libraries in ICH 
disseminating. Local history and ethnography museums or libraries museums take the lead in 
conducting 11.2 percent of local festive events. Performance in museums entails displaying 
various forms of knowledge, know-how, and arts and crafts in re-created cultural contexts, 
which corresponds to the other countries’ practice (Jackson, Kidd, 2011). For museums of 
cultural history, it means that they need to expand on their traditional obligations of collecting, 
recording, safeguarding, exhibiting, and educating. They need to elaborate on new visions and 
methods to their museology of intangible heritage. Like folk museums and city museums, other 
museums are considering perspectives by involving members of the different communities, 
like schoolchildren and students. Museums can play a significant role in collecting, recording, 
safeguarding, and exhibiting local intangible heritage and supporting various bodies of local 
knowledge, occupational skills, crafts, and traditions in their different forms.

2   Heritage of Korkyt, Aitys art of improvisation and Kazakh traditional art of dombra kuy are inscribed in UNESCO 
Representative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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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azakhstan, the national museums have a long history of promoting crafts fairs (initially 
supported by UNESCO Cluster Office in Almaty). For a decade since, 1997 this was a single 
annual crafts fair under ethno-museology supervision. However, between 2010 and 2020 the 
numerous regular events appeared in various provinces. Tugan Zher-Tugan El. Bir Halyk-
Bir El trade fair of national cuisine and clothing is conducted in Aktobe. Usually, it includes 
an art display of rituals and customs. Kazak ulttyk koloner buyimdary (an exhibition of 
products of national crafts) is conducted in Zerenda, Dala onerinin sheberligi craft fairs 
are held at Stepnogorsk, and tourists and visitors can take part in a tasting of Mare’s milk– 
Kymyzmuryndyk–at Kabanbay village (Akmola Province). The tourist cuisine festival 
ToyKazan takes place in Almaty. There are various ethnic festivals on the traditional making of 
thin bread (inscribed on UNESCO Representative List), flower festivals, and Apple Fest, and 
The Way of the Tulip festivals.

On other occasions, local festivals have emphasized the need for non-formal means of 
transmission. They may revitalize traditional crafts, tracing mark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encouraging rural communities to practice their musical, crafting, and cooking 
traditions. Even a preliminary finding has demonstrated a rising interest of the population to 
festive ethnographic events, which combine performance, craft, and local cuisine fair and art 
competitions both nationally and locally. Uly dala (koshpendiler alemi festival) (The great 
Steppe is the Nomads World) is conducted nearby Almaty at the cultural heritage site of the 
Boraldai Saks burial mounds. This site location is very close to Issyk where the famous Golden 
Man (ancient Sak’s Kagan burial) had been found. Uly Tagyzym NGO from Ulytau (which 
is registered with the ICH Intergovernmental Committee) conducts Kokmaysa International 
ethnographic festival, which refers to the ancient traditional knowledge of nomads. Two 
more festivals take place in Aktobe Province: Uly Zhibek zholynda zhangyrgan Kokzhar 
Zharmenkesi Etnofestival (Kokzhar Fair on the Silk Road) and Dasturli Mura Zhangyrygy 
regional festival. Almost one-third of these festivals (33.3 percent) targets the resident rural 
population, who live in the same villages and settlements. 30.6 percent of similar festive events 
are organized in cities; however, 36.1 percent of visitors come from other cities and rural areas 
to take part in the event.

Continuing existing festivals and initiating new ones can be considered as a widespread 
awareness-raising approach i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related safeguarding activities. 
Even organizing some events at the local level can be viewed as an important means of 
raising awareness in general and an efficient measure for addressing children and youth. For 
these purposes, the sport and national games festive events are considered most effective and 
attractive. The revival of tradition facilitated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sports festivals 
on kazakh kuresi (folk wrestling), which is very popular in all areas and provinces, and hunting 

with burkuts (golden eagles)3 and tazy (unique hunting dog). 

The festive ethnographic events contribute to cultural tourism, which is beneficial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areas involved and provides financial impact on ICH bearers 
and local communities. Events and festivals are key elements of the tourism product in many 
destinations (Getz and Page, 2016).  Normally, cultural manifestations are carried by the 
local population, and this is an essential feature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part of 
the local cultural infrastructure. The inclus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ourist traffic 
enhances the involvement of local people in tourism activities. It contributes to the growth of 
economic activity of the local population through the development of tourist activities. The 
presence of a uniqu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ts inclusion in tourism activities within 
the cultural tourism framework enhances a country’s tourist competitiveness with this heritage. 
The interaction of cultural tourism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llows creating new unique 
tourist products and ensuring the actualization and preservation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rough its active use in tourism activities. Festive events can attract tourists, sponsors, 
and the media, who otherwise might not visit a particular place. Events also can advertise the 
destination and cultural sites nearby, making them more attractive to visit and re-visit.

Other types of social innovation were also discovered (Florida et al., 2002). The local 
community was able to acquire new skills and knowledge due to the Convention and the 
broader network interaction. Activities at the festival, such as recipe competitions and celebrity 
chef demonstrations, allowed local growers and inter-state visitors to see new ways of using 
raw local ingredients and combining products into a true regional cuisine. The regional cuisine 
network was identified as a powerful node in the network that had a role to play in changing 
the acceptance of regional cuisine produce within the region. This type of social innovation has 
further implications in encouraging the community to embrace its regional products and define 
its image and culture (Mackellar, 2005).

There is a visible growth of music festivals and concerts as cultural and touristic phenomena, 
and some music festivals have been linked to local tourism strategies. Hence, it is not yet 
Kazakhstan’s case. Most planned events are produced with little or no thought given to their 
tourism appeal or potential since that is not always the intended outcome. Sometimes this is 
due to the organizers’ specific aims, and sometimes there is simply no relationship established 
between events and tourism. This situation had arisen because of the absence of both a tourism 
plan and a comprehensive events policy. 

3   Kazakhstan is party to the multinational nomination of the hunting with falcons, Kazakh traditional Assyk games, 
and Kazakh Kuresi (wrestling), which are inscribed in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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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positive side, community-based festivals demonstrate a community’s sense of local 
place identity and civic pride. The other visible values of the festive events are: links to the 
preservation of traditions, identity building and legitimation; and expansion of cultural ties

Other types of ICH-related festive events, which are not yet explored in Kazakhstan, should be 
mentioned. Places of worship impact sacred and secular visitors and supplement other existing 
human-made and natural tourism products and services provided at destinations. Some festivals 
attract pilgrims, and others are essential to pilgrimage (in a religious or spiritual sense) to holy 
places. While there is a ‘Sacral Geography’ map of Kazakhstan and several compendiums with 
lists of such sites, the attempts to look into its linking to the 2003 Convention have not been 
made so far.

Finally, it is important to mention new types of Kazakhstan festive events—oriented at 
social networks and platforms. The Spirit of Tengri is the largest festival of contemporary 
ethnic music in Central Asia. It is one of the most prominent international cultural projects in 
Kazakhstan and other Central Asia countries. Over the years, the project has been attended 
by teams and performers from 80 countries and regions of the world. The project has been 
recognized in global music and gained some fame abroad. The Spirit of Tengri presents 
its members at the Womex international music forum. It is the first Kazakh project that is 
presented on this international platform.

The second festive event, ToyKazan, is an enchanting celebration of the national cuisine of the 
Kazakhstan people based on the idea of friendship and brotherhood of all ethnic groups living 
in the country. The festival targets active users of social networks, bloggers, social activists, 
their families, friends, and colleagues. The organizers have a good link to global social media, 
and the total information coverage of post releases about the festival, held between 2013 and 
2019, amounted to about 280 million people.

The involvement of the intangible heritage of individual regions, countries, and areas in the 
industry of tourist services remains relevant.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ill 
play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the contemporary information society as it is an area 
of human life that preserves memory, which will more often attract the local population and 
the tourism industry and be the objects of promising investments. Kazakhstan has adequate 
prerequisites for promoting it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CAP’s new initiative of 
bringing modern IT technologies in presenting the rich diversity of cultures in Asia and the 
Pacific will provide an excellent opportunity to promote folk art, goods, and services and 
promote and develop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s. It will strengthen intercultural dialogue, 
trans-ethnic communication, and ensure the transmission of the people’s cultural significance 
to the level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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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Andong International Mask Dance Festival: 
Realization of Folkloric Values and 
Transmission of ICH
Ju Ho Kim

Summary
Masks and mask dance exist through which they try to realize equality and be free from 
judgement, allowing you to express yourself as an equal in society regardless of class. The 
mask dance festival starts on the last Friday of September and lasts for ten days, and over a 
million people visit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It has garnered attention from world 
leaders. Queen Elizabeth II of the UK, George H. Bush and George W. Bush of the USA, UN 
Secretary General Ban Ki Moon, and other influential leaders have attended. The festival is 
about mixing modernity with tradition coming together, creating a mosaic of different colors 
and cultural significance. They use the mask dance festival as a collaborative tool that can 
bring various cultures together. The mask dance festival also plays a large role in transmitting 
the heritage to younger generations through various associations that function as a network

Origin and History of Andong International Mask Dance 
Festival
Traditional masks and masked dance drama, respectively known in Korean as tal and talchum 
or talnori, comprise universal and commonplace cultural assets of humanity. The practice of 
wearing a mask to enjoy festivities is commonly found across the world. Through these masks, 
people manifest their joy, anger, sorrow and pleasure and explosively unfold their own world 
from deep within the heart. People believed that they would be able to realize the values of 
liberty and equality through their masked dance drama; by wearing masks, they were able to 
embody the inner world hidden in themselves without any outside interference and create a fair 
society in all areas regardless of age, gender, status, caste, and race. In Andong, the Andong 
International Mask Dance Festival (hereafter the “Mask Dance Festival”) is held with the 
theme of these masks and masked dance drama.

Due to historical and geographical factors, the culture of Andong has been able to fully transmit 
a variety of cultures without periodical or religious biases. Andong is known for the continuous 
transmission of tangible cultural heritage items inscribed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including Hahoe Village, Bongjeong Temple, Dosan-seowon and Byeognsan-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as well as intangible heritage such as Chajeonnori (men’s battle 
game) and Hahoe Byeolsingut (communal ritual) Talnori, aptly demonstrating the Eastern 
aesthetics of the region as the home of rich cultural heritage. Among others, Hahoe Byeolsingut 
Talnori, with a history of over 800 years, is a common folk pastime transmitted in Hah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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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lage, whose residents mostly consisted of noblemen. This performance wholly embodied 
the lives of villagers, which offer glimpses into their lives as they display their joy, anger, 
sorrow and pleasure. Also, as the composition and artistic brilliance of Hahoe masks (National 
Treasure No. 121) used in this talnori clearly portray each character’s life and persona as they 
are, these masks are recognized in both Korea and across the world as a representation of the 
faces of the Korean people. Indeed,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Mask Dance Festival is 
rooted in a combination of aesthetics, artistry, daedong, or the Confucian spirit of utopianism, 
and ritualism in relation to Hahoe masks and Hahoe Byeolsingut Talnori. 

Through the Mask Dance Festival, Andong locals have responded flexibly to cultural changes 
and rearranged the reception and development of culture according to the city’s unique values, 
which resultantly came to spectacular fruition. This cultural asset that symbolizes unity and 
coexistence formed the foundation of the Mask Dance Festival, as the values embodied by the 
cultural heritage impart tranquility to the mind while the joyfulness of masked dances allows 
people to experience a certain kind of dynamic release. The Mask Dance Festival emotionally 
resonates with people all over the world through Andong’s inherent and created cultural assets 
and values.

The Mask Dance Festival is an event that sparks joy and vivacity among participants as 
they partake in an activity outside of their everyday routine. The festival also illustrates the 
cultural diversity of people all over the world. With a main focus on Hahoe Byeolsingut 
Talnori, masked dance groups from Korea and overseas perform Korean traditional dances, 
choreographed dances and other masked dances from around the world while locals and 
visitors alike participate in dances, play activities, various contests, and the Talnori Daedong 
Nanjang parade. This mask and masked dance festival embrace Andong’s unique values and 
Korean sentiments, as it is created by Andong to be consumed and enjoyed by citizens of the 
world. This occasion showcases the quintessence of Korean masked dance, one of the most 
energetic performing arts around the world, where all of humanity can wear a mask and come 
together to enjoy the joyous festivities. The festival has also grown into an event that offers 
the experience of Andong’s culture to visitors, presenting an opportunity for them to feel the 
essence of Korean culture. Since its inception in 1997, the Mask Dance Festival has been 
hosted at the Mask Dance Park and other downtown areas of Andong for ten days starting from 
the last Friday of September every year. Following its launch, it was listed on the Top Ten 
Culture & Tourism Festivals designated by the former Ministry of Culture and Sports and has 
since maintained its standing at first place every year. Currentl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named it as the Honorary Top Culture & Tourism Festival of Korea, attracting 
over one million tourists annually.

Realization of Folkloric Values and Transmiss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rough the Mask Dance Festival
The essence of a festival is to prepare a venue through which the local community can unite 
and grow with new energy imbued in a time and place outside of the daily routine. In other 
words, it is to escape from everyday life and establish a society where the Korean people can 
live in harmony and equality. Festivals necessitate the participation of the local community and 
must create a place where everyone can come together. In this regard, how did the Mask Dance 
Festival come to establish these conditions for the spirit of daedong?

In traditional society, festivals and talnori built a better world by fathoming and understanding 
the common people’s hearts in an occasion outside of everyday life. Villagers were able to 
satirize their lives through talnori, expressing their suppressed emotions as openly as they 
desired. Given the rigid caste system in society at the time, talnori was staged in the yangban 
(noblemen) village of Hahoe with the connivance or even economic support of the yangban, 
despite the overarching theme of criticizing the ruling class. Sangmin, or common people, 
were able to vent their suppressed feelings and grievances through talnori while the yangban 
comprehended the lives of sangmin through their social criticism and satire. The yangban 
would then ease such grievances as a way to alleviate strife and resistance so that the upper and 
lower classes could live in harmony again. In this regard, yangban and sangmin were all united 
through mutual communication and growth.

Today, festivals now require a program that can satisfy the needs of all visitors, beyond the 
participation of the local community, as visitors themselves become the main performers of the 
festival as opposed to being passive audiences. The Mask Dance Festival’s “Talnori Daedong 
Nanjang” is a case in point. In this program, visitors make their own masks at the festival, learn 
basic masked dances, and then dance with the masked dance performers as a way to enjoy 
the festival in a more firsthand way. The act in which all visitors at the festival communicate 
through body language and dance to surpass the boundaries of languages and come together, 
while briefly forgetting the rigors of everyday life, marks a true contribution to a daedong 
society that seeks to create a world of equality.

In Korea, masked dances are currently transmitted through thirteen masked dance groups 
listed as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and ten masked dance groups listed 
as Municipal or Provincial Heritage. It is also highly likely that some small groups exist 
but are not listed as cultural heritage in each area, or masked dances are passed down as 
part of Byeolsingut in coastal regions. At the Mask Dance Festival, Korean masked dance 
groups introduce the culture of masked dances through their performances. During the 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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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festival, the Andong Folk Festival is held simultaneously with public demonstrations 
and performances of a variety of local representative folk arts, such as Andong Chajeonnori, 
Andong Notdaribabki (walking on a human bridge), Andong Jeojeon Nongyo (farmers’ song) 
and Andongpo (hemp cloth produced in Andong) demonstration. The Mask Dance Festival 
is one of Korea’s representative events that brings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to find joy 
through masks and masked dance in Andong while the Andong Folk Festival transmits the 
city’s traditional culture, with a focus on the tradition and value of its unique folk culture. In 
this regard, Andong is continuing the conservation of it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rough 
such festive platforms.

Korea’s masked dance is now anticipating its recognition as a world heritage. Preparations 
are underway to solidify such efforts through the Mask Dance Festival: Korea is promoting 
the inscription of Korea’s masked dances, consisting of thirteen masked dances listed as 
National ICH and five listed as Municipal or Provincial ICH, on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Korea’s masked dances are referred to as a 
multifaceted artform that encompasses choreographic, musical and theatrical elements, and 
even includes active interactions with the audience such as cheers and jeers. Masked dance 
satirizes absurdities in society, class and ethics in a vigorous and fun manner to highlight their 
unjustness. To deliver such messages, the cast sing, dance and act while wearing masks to 
exaggerate and typify their characters. However, since it finishes with a reconciliatory dance, 
rather than simply revealing or satirizing absurdities and conflicts, it is also valuable as heritage 
that embodies the principles of reconciliation and harmony.

Masks around the world resemble the faces of those who wear them to dance, and their dance 
candidly represent the local culture. In this respect, masks, masked dances and the Mask Dance 
Festival showcase Andong’s fabulous culture. What contributes to the Mask Dance Festival’s 
recognition as a remarkable event is, among others, the fact that the festival has been developed 
to aptly reflect the character and uniqueness of the Andong area. As cultural practitioners native 
to Andong directly participate in the production and management of the festival, it closely 
represents the area’s local culture. It is through these efforts that the festival became accepted 
as a new cultural asset by the local community.

The Mask Dance Festival has been held regularly since its launch in 1997 to the present day. 
Although it was originally planned as a one-off event to boost local tourism, it has since built 
a reputation and established itself as a seasonal custom that is performed just like a ritual 
ceremony at the end of September each year. When the Mask Dance Festival draws near, 
local residents prepare masks and costumes and prepare to joyfully engage in the festivities. 
Although the Mask Dance Festival has yet to be completed or fully settled as a culture in itself, 
it has encouraged local residents to form a cultural consensus and take concerted actions. 

Moreover, it is highly significant that the creation of a new culture ensured the soundness and 
foundation of the festival.

It is undeniable that the participation of local community members as the main organizers 
constitutes the standard criteria of evaluating festivals in Korea. Andong’s current population 
is approximately 160,000, among which 17 percent, or about 25,000, participate in the 
Mask Dance Festival,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As people from various sectors, including 
performers, organizers, system providers, volunteers, and storeowners, support and enjoy the 
festival; it is apparent that the local community members have succeeded in creating a new 
event or seasonal custom for the Andong region.

Potentials and Challenges
The strategy to be adopted as part of festival policy amid this transformative age is to propose 
a new vision through discussions and communications in society. The reason behind Korea’s 
globally distinctive and outstanding response to the coronavirus pandemic (COVID-19) is 
known to be the country’s swift, preemptive prevention, and impartial disclosure of information 
to all. With each confirmed case of COVID-19, the authorities shared information on the 
patient’s travel routes as well as general information on symptoms and other disease-related 
information. As a result, every Korean citizen has become a COVID-19 expert, establishing 
their own quarantine system in line with their sense of crisis. Likewise, Korean society has 
been reacting to the infectious disease in an effective manner, thereby presenting an outstanding 
model of pandemic prevention for the world.

Changes in the festival sector are regarded to be as serious as the implications of COVID-19. 
However, just as humanity has overcome crises by transforming itself, festivals will likely 
also take new forms accordingly. Festival culture has been transmitted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by ceaselessly adapting to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transforming and 
reinventing itself. The Mask Dance Festival, despite its origins as a one-off event in Korea’s 
lost modern history, has grown into a global festival through efforts to collect masked dance 
performances from across the world, having started with a basis on the simple fact that Hahoe 
Byeolsingut Talnori has been passed down in the Andong area. Since the Mask Dance Festival 
is regularly hosted every year thanks to the planning and management of the local community 
and the linkage of publicity and tourism, it is now established as a seasonal custom. Citizens 
of Andong prepare for this cultural event, held on the last Friday of September, with great 
anticipation throughout the entir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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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social distancing continues due to the coronavirus pandemic, Korea’s social mood remains 
mired in gloom. I await the day when we will return to our joyful everyday lives, having 
regained our vivacity through the true meaning of festivals from a world outside of our 
everyday lives. Furthermore, as the continued existence of festivals is under threat, this may 
present a welcomed opportunity to face the vulnerabilities of festivals within Korean society 
and identify ways to transform and innovate festivals. I hope that the present will provide the 
time to reassess the essential value of festivals and the inherent function and local identity of 
festivals as absolute necessities in modern society and further the Mask Dance Festival will 
serve as a role model for the festivals of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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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Case of Turukmenistan :  
Future of ICH Safeguarding
Shohrat Jumayev

Summary
The traditions of the Silk Roads go back many thousands of years, more than fifteen centuries, 
and holds a permanent place in the history of humanity and considerable monuments along the 
way. Bypassing political influences, Turkmenistan grew as a cultural hub for various traditions. 
Turkmenistan was at the crossroads of the Eurasian routes, a meeting point of various cultures 
and civilizations, passing along traditions. The major routes hold an historic and philosophical 
significance and display a strong sense of harmony among neighboring cultures. Through many 
centuries Turkmenistan played its part as a conduit for travelers along the Eurasian routes. One 
of the major issues in relation to the 2030 agenda is our cooperation with UNESCO and the 
UNESCO structures and experts to produce visible outcomes. Turkmenistan plans to continue 
its role of cooperation and looks forward to nominating more elements to the UNESCO lists. 
Akhal-Teke horses and Alabay dogs are loyal friends and faithful companions to Turkmens and 
are an integral part of the ICH along the Silk Roads.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you for delivering me the floor and 
this opportunity to speak. I am confident that this webinar will play an essential role in the 
extensive research of the Silk Roads’ history and become an effective platform to define its 
present and future development.

The Great Silk Roads, whose history extends back thousands of years, holds a prominent 
place in humanity’s history. The Silk Roads united many different peoples in ancient times 
by promoting friendly relations among the world’s peoples and strengthening links and 
cooperation among merchants. Old forts, caravanserais, historical and cultural monuments keep 
the glorious chapters of this caravan route’s history.

The Great Silk Roads today is more than a traffic route between specific geographic locations. 
It takes on essential political, humanitarian, and philosophical dimensions.

Throughout many centuries Turkmenistan’s territory served as a crossroad of the Eurasian 
routes, the meeting point for cultures, civilizations, customs, and traditions. And today, we 
enter a new phase of our history, as we revive the timeless values of the Great Silk Roads 
together with our friends from all over the world.

Significant works carried out to research and promote the Great Silk Roads’ historical 
importance have become a true manifestation of friendship, humanism, and good-
neighbourl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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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adays, Turkmenistan pays special attention to the popularization of the Great Silk Route 
phenomenon as a factor connecting the nations and cultures. Turkmenistan—Heart of the Great 
Silk Road, a book by the president of Turkmenistan, comprehensively reveals this subject. The 
book includes national history facts, extracts from ancient legends and stories, and current 
events in the country.

A priority topic of Turkmenistan’s international agenda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2030 Agenda is our country’s cooperation with UNESCO. I want to note that we attained 
visible outcomes due to joint work with the UNESCO structures and its experts.

It is crucial to underline the recent online meeting of H.E.Mr.Rashid Meredov, Deputy 
Chairman of the Cabinet of Ministers,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urkmenistan, with 
HEMs.Audrey Azoulay, Director-General of UNESCO, where the parties discussed a broad 
spectrum of cooperation between Turkmenistan and UNESCO.

Today, the cultural monuments such as the Ancient Merv, Kone Urgench, Parthian fortresses 
of Nissa, the epic art of Turkmen people Gorogly, Turkmen national art of singing and dancing 
Kushtdepdi, and Turkmen traditional art of carpet making are inscribed in the List of World 
Cultural Heritage of UNESCO. We intend to continue further implementation with potential 
cooperation with UNESCO. 

Taking this opportunity, I would like to mention that Turkmenistan’s territory is still rich in 
monuments, which in antiquity were the most considerable places on the Great Silk Roads. 
They are the magnificent and unique architectural masterpieces of the past. 

The epoch of the Silk Roads that lasted for more than fifteen centuries left thousands 
of monuments along its route from Mediterranean to the Far East. Many of them are in 
Turkmenistan. It was when such cities like Merv, Kunyaurgench, Amul, Zemm (Kerki), 
Serakhs, Abiverd, Nisa and Dekhistan appeared and turned into real medieval agglomerations. 

Under the Turkmenistan president’s leadership, Turkmenistan pays great attention to the study 
and safety of historical monuments located along the Great Silk Roads and the people’s cultural 
heritage to identify, collect, and promote national values. 

Today, the specialists of the National Department for Protection of the Ministry of Culture of 
Turkmenistan, study and restora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monuments of Turkmenistan also 
work with their colleagues, UNESCO experts on the inclusion of the parts of the Silk Roads in 
the territory of Turkmenistan to the World Heritage List under a serial nomination.

I want to highlight the Fifth Meeting of the Coordinating Committee on the World Heritage 
Serial Nomination of the Silk Roads of UNESCO, which was held on 4 and 5 December 2018 
in Ashgabat. During the meeting, participants, including national focal points and experts 
from thirteen UNESCO Member States, released a list of decisions for further activities to 
preserve and manage heritage sites along the Silk Roads. The Ashgabat Decisions included 
strengthening collaboration among the Member States on diverse projects related to World 
Heritage nomination of the Silk Roads.

Also, I want to inform you that work is underway to prepare the nomination dossier for Silk 
Road: Zaravshan-Karakum corridor for inclusion to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I would 
like on this occasion to thank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entral Asian Studies for supporting 
and coordinating with us for the nomination.

As is known, Akhal-Teke horses and Alabay dogs have been loyal friends and faithful 
companions of Turkmens throughout centuries. They are an integral par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long the Great Silk Roads. The preservation and popularization of 
these horses and dog breed vital to protecting the world’s cultural heritage. In this regard, 
Turkmenistan is currently working to include nominations on the Art of Akhal-Teke Horse 
Breeding and the Specifics of Selecting Breeds of the Turkmen Alabay onto the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st.

Dear Colleagues, Excellencies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thank you once again for the opportunity to give a speech. I 
wish all participants and the peoples of your countries good health and success and peace and 
prosperity.

Now, I would like to show a short video dedicated to our future nominations for inscription 
onto the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st.

┃   Video screening   ┃

Thanks for your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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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Discussion
Moderator: Seong-in Kim

 Moderator to Participants: The participants commonly address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estivals’ influence and effects on local communities. Safeguarding loc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very important, and ICH festivals are key cultural events for celebrating world ICH 
and have had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tourism as well as the social and cultural sectors 
of the governments hosting them. Today, for all speakers, why is community participation is 
important in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You answered that communities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duction and safeguarding as well as the maintenance and recreation of the 
ICH. Then you also raised the question, how to strengthen the role of communities? You have 
answered that groups and individuals concerned should be encouraged to help them safeguar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 would like to suggest a small question to all of you. Local 
community engagement is very important; however, to encourage local communities to engage 
in cultural heritage, there may be tasks and challenges, for example how to raise awareness of 
those issues and how to set priorities and draw attention. As far as the central government we 
need to consider how to get over dependency for financial support and how to build strategic 
relationships and partnerships with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communities. In sum, I am 
asking to facilitate local communities’ engagement i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at would 
be the major challenges? 

Dilshod Rahimi: (no English available)

  Moderator to Participants: Thank you for your kind answer. Now let us address some 
questions from YouTube. Which countries partake in the Silk Roads ICH network 

  Shohrat Jumayev: Kazakhstan and Uzbekistan are participating in this network, and we 
are ready to respond to your question if you can formulate it. Sorry, but I was away for two 
minutes.  

  Moderator to Participants: No problem. As far as the question, Azerbaijan, Uzbekistan, 
Turkey, Mongolia, Kazakhstan, Tajikistan, Korea, Kyrgyzstan, and Iran are now in the process 
of networking here. Let u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What are the domain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 might be the conception or concep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hohrat Jumayev: I think the answer was given by my colleague from Tajikistan. He defined 
very clearly wha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eans—traditions and other things. It was very 
clear from my colleague from Tajikistan. 

  Moderator: I appreciate your explanation based upon your experience and the unique 
Tajikistan cases. Normally in theory the coverag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oes 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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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s, performing arts, social practices and rituals, and festive events. Sometimes, it may 
include 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 It does also include 
traditional craftsmanship. So, it has a very wide coverage, but my answer would be totally 
based on theory. Thank you very much.

We have covered answers by the YouTubers. We have around three to four minutes left for 
this session. At the start of the panel discussion, I already made a small wrapping up. So, 
does anybody have something to add further, any comments or suggestions. [no comments or 
suggestions from panel] This session has been very informative and has given ideas to explore. 
Based upon your presentation and comments, we can make a more scrutinized road map with 
ICHCAP to facilitate Central Asi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 would like to finish my 
comments here. Thank you very much. And I a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once we get 
over the corona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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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Feasibility of the Silk Roads  
ICH Network
Sangcheol Kim

01
Summary
UNESCO has ten subcategories of human communities and networks, but there are two patterns 
of human civilizations—sedentary and nomadic communities. Difficulty with archaeologists 
and historians to explore and discover civilizational heritage information. Nomadic 
communities served as an ancient networking system, bridging sedentary communities with 
cultural and technological information. There is a necessity of a network approach on the 
discovery, excavation, preservation, and public opening of Silk Road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through a singular project hub—namely through ICHCAP. Examples of existing 
projects include the Caravanserai projects by UNESCO and National Geographic, which focus 
on tangible heritage along the Silk Roads without considering cultural interconnections and 
influences. A Korean case is the KBS six-episode documentary series on the origin, spreading 
and localization of noodle cuisine in Eurasian communities. Another networking case currently 
under way is the development of series on Silk Roads martial arts, dance, and play through 
Korea, Japan, China, Mongolia, Kazakhstan, Uzbekistan, and Iran.

Understanding D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by Civilizational 
Approach and UNESCO
In the history of human communities there had been created and perished various civilizations 
which inherited to the various cultural heritages to their descendants and influenced to other 
neighbor contemporary civilizations and sub communities. Most of such civilizations in the 
areas of Eurasian regions had been located at many hub towns or regions in the traditional 
international trading route of each contemporary sedentary civilizations. These places have 
been accumulated cultural resources of each generation in the civilizational diachronic 
processes. So, every community of the global society has peculiar cultural resources which 
inherited and deserve to share the values and meaning of each historical cultural item to the 
descendants or future generations. 

With this purpose UNESCO has been actively conducting discovering, preserving or 
excavating historical sites and restoring for future human communities. For the more effective 
and productive proceeding and progressing of these processes UNESCO provide following 
sub-categories of human communities: Festivals, Documentary heritag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anguages and Endangered Languages, Movable Heritage and Artefacts, Traditional 
Craftmanship, Underwater Heritage, World Cultural Heritage, World Natural Heritage, 
Biosphere Reserves and Ge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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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ESCO conducted many diggings, excavations, preservation and public exhibitions 
with the cooperation of archaeologists, folklorists, historians and curators of the National or 
public museums of many countries and regions, which succeeded to inherit many historic 
sites, remains and ruins as cultural traditions from their ancestor communities or early historic 
indigenous groups regardless of direct genetic connections. Most processes or projects 
by UNESCO for discovering, disclosing background of each items, proper processing for 
reservations, and public exhibitions for cultural heritages of human communities covered many 
famous places of global community. Reviewing these previous efforts & activities of inheriting 
cultural heritages of human community to the descendant generations reveal some needs for 
improvements & advancements.

Various original resources or items of cultural heritages in these days were discovered in 
the historical ruins or sites and ascertained by researchers of various related fields with 
civilizations. In this process first priority of making human cultural heritages main themes 
have been related with items of previous sedentary civilizations or folklore items of such 
communities. So this means most contemporary cultural heritages of human community, which 
ascertained and opened to the human communities by the exhibition or multimedia methods are 
originated from previous sedentary civilizations. And much of historical or cultural resources 
which had been delivered to the modern generations are items of sedentary communities, which 
recorded previous cultural resources or historical heritages as written documents.   

As the history of human communities had been created and described by ancient historians 
of various communities of previous sedentary civilizations, so the main interests of ancient 
historians focused on the community and components of each community in the sedentary 
civilizations or sedentary ancient dynasties. And most projects or survey on cultural heritages of 
sedentary civilizations also conducted in the basis of mono-ethnic major groups of multiethnic 
and multicultural communities. But the increasing of interaction and exchanges among various 
monoethnic communities have been creating various multiethnic or multicultural factors in the 
same community or country. This means that folklore items or cultural heritages of minorities 
of multiethnic or multicultural communities or countries have not been main focus of survey 
and collection of cultural items. The research or collecting projects on ethnic minorities in 
Multiethnic communities can become very effective way for understanding cultural interactions 
and changes of minorities, comparing with its historical main(or home) lands or countries. 
In this terms understanding on intercultural communications and exchanges among various 
sedentary civilizational communities by networking approaches. 

And another important sectors for conducting survey, collections and preservations of cultural 
heritages of communities are nomadic communities or nomadic-origin modern sedentary 
communities of twenty-first Century. As witnessed in the previous projects, the intangible 

cultural factors mainly have been succeeded to the next generation by transferring related 
knowledge and skills to revive acts or performances or items of previous generations to keep 
similarities of generational re-producing process. 

Additionally, most cultural factors or heritages in the nomadic traditional communities has been 
delivered to the descendant generation mainly by oral methods. Considering homogeneities 
or community identities of nomadic cultural components or cultural phenomena or social 
processes have similarities among descendants of various nomadic tribes, not nomadic ethnic 
groups. In this sense understanding on the cultural heritages of these communities requires 
comparing with those of neighbor tribes or group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network 
relations among neighbor communities. These analyses can induce direction of cultural 
spreading or interactions among various nomadic groups and their neighbor sedentary 
civilizations.   

Eurasian Silk Road and Feasibility of Cultural Heritage 
Network
Various Cultural factors and cultural heritages in the Eurasian Continents have been poly-
dispersed via major and minor trade routes of Silkroad. So along Silkroad or its neighbor 
regions many various cultural interactions and spreading among sedentary civilizations and 
sedentary-nomadic relations. In this sense Silk Road cultural heritages maybe divided by 
civilizational categories of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in History. 

Today, many historic buildings and monuments still stand, marking the passage of the Silk 
Roads through caravanserais, ports and cities. However, the long-standing and ongoing legacy 
of this remarkable network is reflected in the many distinct but interconnected cultures, 
languages, customs and religions that have developed over millennia along these routes. 
The passage of merchants and travelers of many different nationalities resulted not only in 
commercial exchange but in a continuous and widespread process of cultural interaction. As 
such, from their early, exploratory origins, the Silk Roads developed to become a driving force 
in the formation of diverse societies across Eurasia and far beyond. 

The vast trade networks of the Silk Roads carried more than just merchandise and precious 
commodities. In fact, the constant movement and mixing of populations brought about the 
widespread transmission of knowledge, ideas, cultures and beliefs, which had a profound 
impact on the history and civilizations of the Eurasian peoples. Travelers along the S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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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s were attracted not only by trade but also by the intellectual and cultural exchange 
taking place in cities along the Silk Roads, many of which developed into hubs of culture 
and learning. Science, arts and literature, as well as crafts and technologies were thus shared 
and disseminated into societies along the lengths of these routes, and in this way, languages, 
religions, and cultures developed and influenced one another.

For the Silk Roads Cultural Heritages Network to be useful, it is necessary to not only gain 
cooperation sub-regionally but also in a broader international sense. Silkroad had been 
complexes or web of cultural heritages in the Eurasian continents and various civilizational 
communities. In that sense The Eurasian Continental Silkroad is important & huge repositories 
of Cultural Heritages in the global communities, which has been developed as one of major 
sedentary political unity or actors like as Nations diachronically. With these backgrounds the 
network of Cultural heritages can help promote festivals of all kinds and garner interest among 
others in the level of ethnic or tribal units. These routes developed over time according to 
shifting geopolitical contexts throughout history. Similarly, whilst extensive trade took place 
over the network of rivers that crossed the Central Asian steppes in the early Middle Ages, their 
water levels rose and fell, and sometimes rivers dried up altogether, and trade routes shifted 
accordingly.

The Silkroad Routes were also fundamental in the dissemination of religions throughout 
Eurasia. Buddhism is one example of a religion that travelled the Silk Roads, with Buddhist 
art and shrines being found as far apart as Bamiyan in Afghanistan, Mount Wutai in China, 
and Borobudur in Indonesia. Christianity, Islam, Hinduism, Zoroastrianism and Manicheism 
spread in the same way, as travelers absorbed the cultures they encountered and then carried 
them back to their homelands with them. Thus, for example, Hinduism and subsequently Islam 
were introduced into Indonesia and Malaysia by Silk Roads merchants travelling the maritime 
trade routes from the Indian Subcontinent and Arabian Peninsula. As trade routes developed 
and became more lucrative, caravanserais became more of a necessity, and their construction 
intensified across Central Asia from the 10th century onwards, continuing until as late as the 
19th century. This resulted in a network of caravanserais that stretched from China to the 
Indian subcontinent, Iranian Plateau, the Caucasus, Turkey, and as far as North Africa, Russia 
and Eastern Europe, many of which still stand today.

Tangible Cultural Heritage Networks of Silkroad: Caravanserais 
Route Case
The inland routes of the Silk Roads were dotted with caravanserais, large guest houses or 
hostels designed to welcome travelling merchants and their caravans as they made their 
way along these trade routes. Found across Silk Roads countries from Turkey to China, they 
provided not only a regular opportunity for merchants to eat well, rest and prepare themselves 
in safety for their onward journey, and also to exchange goods, trade with to local markets, and 
to meet other merchant travelers, and in doing so, to exchange cultures, languages and ideas. 
As such, caravanserais were far more than simply watering holes along the Silk Roads; they 
developed as crucibles for the cross-fertilization of cultures along the length of these routes.

One of the earliest examples of such a building can be found in the oasis cities of Syria, 
which developed from the third century BEC as a place of refuge for travelers crossing 
the Syrian desert. Its heritages still stand as a monument to the intersection of trade routes 
from Persia, India, China and Roman Empire. As trade routes developed and became more 
lucrative, caravanserais became more of a necessity, and their construction seems to have 
intensified across Central Asia from the tenth century onwards and continued until as late as 
the nineteenth century. This resulted in a network of caravanserais that stretched from China 
to the Indian subcontinent, Iran, the Caucasus, Turkey, and as far as North Africa, Russia and 
Eastern Europe, many of which still stand today. Caravanserais were ideally positioned within 
a day’s journey of each other, so as to prevent merchants (and more particularly, their precious 
cargos) from spending nights exposed to the dangers of the road. On average, this resulted 
in a caravanserai every thirty to forty kilometers in well-maintained areas, such as along the 
Great Trunk Road that ran through northern India and into Pakistan. They also played a role 
in communicating both regional and international news across Central Asia, and for instance, 
under the Mughal emperors of the sixteenth century, the caravanserais of the Great Trunk Road 
in northern India were supplied with messenger horses, ready to pass on any important news 
carried by travelers.

However, perhaps the most important legacy of the caravanserai was its role as a crucible for 
the exchange and interaction of cultures along the length of the Silk Roads. These facilities 
provided opportunities for these travelers to come together, to share stories and experiences, 
and ultimately, cultures, ideas and beliefs too. Languages had to be learnt in order to be able 
to communicate stories from the route, and local food, clothing and etiquette was combined 
with merchants’ own goods and customs. Moreover, religions, traditions and ideas rubbed 
shoulders in such places, and brought influences from along the lengths of the Silk R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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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 the communities around the caravanserais. Many were furnished with mosques as Islam 
spread through Central Asia in the early middle ages, and Buddhism, Christianity and Judaism 
were also transmitted by religious scholars travelling along these routes. The traces of such 
exchange are reflected in the diverse & closely interrelated cultures that emerged along the Silk 
Roads, which contain Cities that contained caravanserais became great intellectual and cultural 
centers, such as Samarkand, Qazvin, Bursa, Aleppo, and Acre, and those that lay along isolated 
highways became local centers of civilization.

The existence of the network of caravanserais along the Silk Roads thus provided a foundation 
for the new cultures that were to spring up alongside these routes. Scattered in their thousands 
across Central Asia, they not only provided safety and rest to the merchants that traversed these 
routes, but were of great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ignificance to the regions in which they 
were based. Bringing travelers together from east and west, they facilitated an unprecedented 
process of exchange in culture, language, religion and customs that has become the basis of 
many of the cultures of Central Asia today.

The Necessity of Silk Road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etwork
Many places of civilizational heritages along the Silkorad regions were excavated and after 
restorations of historic building or monuments, such places became famous historical tour 
destinations as national heritages of each country or UNESCO world cultural heritages. All 
most of these historical sites are 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World Civilizational history. 
This means that many parts of sedentary civilizational sites along the Silkroad already have 
been preserving for future global generations by various categories of UNESCO world cultural 
heritages. Considering the fact that cultural or civilizational repositories of Silkroad can be 
divided as tangible Heritages and Intangible heritages, most of intangible heritages in the 
silkroad are cultural heritages of nomadic traditional areas, which requires active and wide 
proceeding of field survey and collecting process for folklore factors of nomadic traditions. 

In the history of human civilizational interactions, nomadic communities had roles to connect 
each separate sedentary civilization or community with other sedentary ones in the same 
generations. Without nomadic communities each sedentary contemporary community had not 
been able to integrate into the category of sedentary civilizations. This means that discovering 
and reviving nomadic cultural heritages along the silkroad regions can be a useful way to find 
direction of cultural spreading and cultural interactions. With network building of nomadic 
communities and their neighbor sedentary civilizations in the silkroad, the cultural gap 

between one sedentary community and another neighbor sedentary could be filled by analysi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of nomadic communities, as the promotor of civilizational 
interconnections and intercourse. 

In the view of ICH network basis, research or survey on intangible cultural assets of ethnic 
minorities of Central Asian regions could be good resources for comparative folklore 
understanding of ethnic minority community and communities of historical mother land. In that 
sense comparative folklore research and understanding on ethnic Korean minorities of 5 central 
Asian countries have been progressing by various Korean researcher groups and these efforts 
would be needed to widen annotations to the historical visual resources, which were created in 
the period of Soviet union.

And these days the author conduct co-survey on traditional martial arts, traditional dances 
and traditional games of communities in 7 Asian silkroad countries: Korea, Japan, China, 
Mongolia, Kazakhstan, Uzbekistan and Iran for 5 years. With analysis on correlations of 
traditional intangible cultural assets of three filed can make clues to understand dynamics and 
route of cultural influencing among various civilizational groups in Eurasian Silkroad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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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al Issues of the Silk Roads ICH 
Network
Alim Feyzulayev

02
Summary
With the 2003 UNESCO Convention adopted as a normative tool and essentially a basis to 
build ICH international cooperation, further attention was driven to a question of building 
functioning and sustainable ICH networks. In most cases networks do have more or less 
defined rules of the game, to which all the members agree when joining and acting as members. 
In this regard, the purpose a network was created for, its mission and the objectives set are the 
primary considerations. We will see that some networks tend to have more clearly identified 
obligations and duties for the members while others are more flexible and offer higher degree 
of freedom. Joining a network on the other had offer certain benefits that differ depending on 
the nature of a network, and its objectives. Researchers identify three types of networking: 
operational, personal, and strategic. While operational networks are normally employed to 
have the job done efficiently, personal networks aim at personal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through external contacts and are oriented to future potential interests. Strategic networks in 
turn are both external and internal and are needed to identify future priorities and challenges 
and making stakeholders support them. Although operational, personal, and strategic networks 
are not mutually exclusive, to maximize efficiency effective leaders learn employing networks 
for strategic purposes.

The presentation is dedicated to operational and managerial matters related to the Silk Roads 
ICH Networks. Within the presentation, we will have a brief glance at current networking 
trends, criteria, and procedures and review networking types. Besides, a number of ICH-
related networks will be considered to assess some of their characteristics. Finally, brief 
recommendations will be offered to facilitate the promotion of the Silk Roads ICH Festival 
Network.

ICH is indeed in the core of cultural diversity, creativ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t has to 
be admitted that we frequently deal with communities, social groups, or even individuals who 
ensure the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of ICH to ensure it survives for future generations. 
However, with ever-spreading globalization, we have received an opportunity to promote ICH 
worldwide, bringing the world community’s attention to the vibrant matters of its safeguarding 
and ensuring greater awareness.

With the 2003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dopted as a normative tool and essentially a basis to build an ICH international cooperation, 
further attention was driven to a question of building functioning and sustainable 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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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s. Questions were raised on how the network shall be arranged, coordinated, financed, 
and, importantly, the essence and quality of the participating institutions to make the network 
viable and active.

With networks being a growing trend, a question has been raised wheter institutionalization 
or networking shall become a preferred option. In the face of globalization, networking 
increasingly proves to be a more adequate and appropriate approach to building cooperation, 
implementing projects, and joint initiatives. Networks represent a new stage in organizational 
forms. When speaking about networks, many researchers tend to highlight the benefits of 
cooperative networks (instead of collaborative ones). Cooperation presumes the freedom of 
individuals and institutions to join and participate: the members are normally less constrained 
with objectives, deadlines, or deliverables, and space is left for experimentation, and 
knowledge sharing is highly encouraged.

However, in most cases, networks do have more or less defined “rules of the game,” to which 
all the members agree when joining and acting as members. In this regard, the purpose of a 
network was created for its mission, and the objectives set are the primary considerations. 
Those normally shape the structure of a network and the regulations for candidates and the 
members once they qualified for joining a network. In the examples, we will see that some 
networks tend to have more clearly identified obligations and duties for the members while 
others are more flexible and offer a higher degree of freedom. On the other hand, joining a 
network offered certain benefits that differ depending on the network’s nature and objectives.

Researchers identify three types of networking: operational, personal, and strategic. While 
operational networks are normally employed to have a job done most efficiently, personal 
networks aim at personal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through external contacts and are 
oriented to future potential interests. In turn, strategic networks are both external and internal 
and are needed to identify future priorities and challenges and make stakeholders support them. 
Although operational, personal, and strategic networks are not mutually exclusive, influential 
leaders learn to employ networks for strategic purposes to maximize efficiency.

The first network reviewed within the presentation is the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UCCN). Launched in 2004, UCCN aims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and among cities that 
have recognized creativity as a strategic sustainable development factor regarding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environmental aspects. The network was created to cover seven creative 
fields: Crafts and Folk Arts, Design, Film, Gastronomy, Literature, Media Arts, and Music. 
Having joined the network, cities undertake to make their best effort to share best practices, 
develop partnerships that promote creativity, enhance participation in cultural life, and ensure 
the culture is integrated into urban development.

The application procedure had been continuously evolving. UNESCO launched the first 
standardized call for applications in November 2013 for 2014, and since 2015 it is effective 
for all applicants. Applying for membership means that the candidates have to comply with the 
criteria set out in the network’s mission statement and contribute to achieving its objectives. 
In particular, special attention is given to the existence, at the time of application, of a 
development strategy and the availability of mechanisms to promote creativity, arts education, 
and capacity building in the creative field.

Along with mandatory compliance with the mission and the objectives, membership in the 
network also implies periodic assessment to ensure the member city’s continuous commitment 
to participate in the areas of action set by the UCCN Mission Statement, promote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best practices among the members. In this particular case, the assessment 
process and guidelines were codified as a separate document called Membership Monitoring 
Guidelines, prepared in 2015. Cities prepare and submit reports every four years by 30 
November at the latest.

International Dance Council (CID) is another example of an ICH network. Founded in 
1973, CID aims to bring together key actors, both institutions and individuals, active in dance. 
Being quite open and flexible, this network offers a simple, four-stage application, where a 
professional profile has to be presented, membership fee paid, and membership confirmed via 
a letter of confirmation. No code of conduct exists for the CID members, and being members, 
they act in their own best interest. CID serves as an example of a network with no codified 
rules, but it offers its members to adhere to professional and ethical standards individually.

The World Crafts Council (WCC) is a non-profit NGO founded in 1964. It sets an objective 
to promote fellowship, support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income-generating, craft-related 
activities, arrange exchange programs, workshops, conferences, seminars, and exhibitions 
and offer encouragement, help, and advice to the craftspeople worldwide. The WCC has five 
membership categories, each having its own rights and privileges. For instance, National Entity 
Members, being essentially a “group, partnership, corporation, association, foundation or other 
organization within a country, or a governmental office, ministry, or agency within a country 
which best represents the crafts of such country in the context of WCC activities,” enjoys full 
voting rights. Individual members or “Friends of WCC” representing individual craftspeople 
or active supporters of crafts are not granted voting rights but pay lower membership fees. 
Membership procedure is relatively simple: the application is just one page long and is 
reviewed by the Regional Executive Board and ratified by the General Assembly.

The International Theater Institute (ITI) aims to promote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knowledge and expertise in theater art, strengthen the collaboration among institutions, col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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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s, spread information on performing arts. One objective of ITI is to supports a festival 
called Theater of Nations, which should not be confused with the Russian State Theater of 
Nations. 

It has four types of membership, where the basic unit is an ITI Center, which might comprise 
both individuals and institutions. The first festival was held in 1957 in Paris with ten nations 
represented by sixteen companies. The festival grew into a significant showcase of international 
theater globally, promoting international exchange, quality, and diversity of the contemporary 
theater. The rules changed, and from 1975, the theater started moving around the world, instead 
of a permanent location. 

Although the Theater of Nations is temporarily suspended (the last festival held in China), 
it is still supported by the ITI and the ITI Centers, and the General Secretariat is open for 
applications from cities and locations to host the next festival. The unique character of the 
festival is nevertheless protected by the rules of procedure of ITI.

Members of ITI are expected to abide by the ITI Charter and the institute’s core values, be 
an active ITI member participating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activities, stay in touch with 
the General Secretariat and pay the annual contributions. ITI imposes certain duties as well: 
Members have to report their activities on a biennially and send one representative to thte ITI 
world congresses.

The International Council for Traditional Music (ICTM) aims to study, practice, document, 
preserve, and promote traditional music. Having seven types of membership, the institution 
publishes its own periodicals, and arranges activities and events. For example, the ICTM 
World Conferences have been held since 1948. The ICTM is represented worldwide—the 
ICTM World Network is composed of individuals, which are called Liaison Officers, and 
representatives of organizations, which are called National and Regional Committees. They 
all act as links among the ICTM and the community of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involved 
in traditional music and dance. This network can be characterized by quite a well-structured 
governance and diversity of activities (including publications, ICTM study groups, etc.).

The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ICOMOS) Is a global NGO associated 
with UNESCO and an Advisory Body to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In fact, it is a network 
that brings together individual professional and practitioners, and institutions to promote 
conservation, protection, use, and enhancement of monumental heritage. Presently, ICOMOS 
has a hierarchical governance structure and holds regular events. The council has codified the 
Rules of Procedure that, among other matters, regulate the membership procedures, payment 
of fees, and issues related to non-compliance, appeals, and sanctions. There have been Ethical 

Principles (which substituted the Ethical Commitment Statement) for members issued as well. 
However, there is no formal reporting framework or obligations in force for members.

The International Music Council (IMC) is currently the world’s leading membership-
based professional organization dedicated to promoting music. Interestingly, IMC does not 
have individual memberships and is represented by institutions only. However, it is worth 
highlighting that members have corresponding duties and obligations. For instance, National 
Music Councils shall demonstrate involvement within the respective country’s musical life and 
ensure cooperation and support from decision-makers, including the government. The council 
does not have formal assessments or reporting procedures for its members.

Having reviewed a number of international ICH-related networks with various missions, 
structures, and rules (including membership policy), we may be able to look into specific ideas 
on how to organize the Silk Roads ICH Silk Roads Network to ensure it functions successfully. 
First, a combination of institutionalized and networking approaches could be practiced, where 
the Secretariat of the Silk Road ICH Network would be based in ICHCAP, and the set of 
partner institutions and individual experts will form the festival network. Secondly, procedural 
matters may have to be approached carefully to avoid excessive formalization, complicated 
reporting requirements, and overall rigidity, which might potentially harm flexibility in the long 
run. Nevertheless, clear, transparent, and understandable “rules of the game” shall be set up to 
coordinate and guide the members and facilitate the festival arrangement. Finally, it is crucial 
that the stakeholder support is secured so that the idea of the network, its mission, objectives, 
and structure are understood and followed prop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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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Context of a CIOFF Festival 
Phllipe Beaussant

03
Summary
According to CIOFF policy, an international folklore festival will be fully accomplished as 
a meeting place for cultures when it is organized in the spirit of friendship and promoting a 
culture of peace. ICH is an excellent culture inherited over generations, a source of cultural 
development, and a manifestation of cultural diversity. The new management mechanism 
realizes the integration of ICH and tourism. The launch of “One Belt and One Road” strategy 
actually provides an important strategic opportunity for the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ICH. At the beginning of a new civilization cycle, to open a new window of civilization with 
people of the world. While there are four main cradles of civilization, which, moving from East 
to West, are China, India, the Fertile Crescent, and the Mediterranean, specially Greece and 
Italy, India deserves a larger share of credit because it has deeply affected the cultural life of 
most of Asia. India has also extended her influence, directly and indirectly, to other parts of the 
world.

An International Folklore Festival is one of the means to safeguard, to promote and to diffuse 
ICH, mainly through such genres of expressions as music, dance, games, rituals, customs, 
know-how of handicraft and other arts. To b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maintenance and 
enhancement of cultural identity and diversity, a folklore festival has to be implemented in 
an appropriate cultural context. The reflections presented aim to develop a pertinent cultural 
context in existing and in new international folklore festivals. The following items constitute 
and describe what CIOFF sees as important elements of the term cultural context. 

A Meeting Place for Cultures 
CIOFF considers ICH as a mainspring of cultural diversity and a guarantee of sustainable 
development, as underscored in the UNESCO 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 of 1989, in the 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of 2001 and in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ternational Folklore Festivals bring together folk-art performers in a peaceful and friendly 
atmosphere. With their program, the participants will give to the other participants as well as to 
a larger part of the population, an insight in folk traditions of their country, and they will strive 
for an understanding of the cultural heritage and tradition of other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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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CIOFF policy, an international folklore festival will be fully accomplished 
as a meeting place for cultures when it is organized in the spirit of friendship and 
promoting a culture of peace. 

Human Living Environment and ICH Protection

Along the Silk Roads in CHINA
As a living representation of cultural diversity, ICH is conducive to promoting dialogue and 
mutual recognition among civilizations of the world’s diverse cultures. China’s government 
encourages and supports the use of the special advantages of ICH resources on the basis of 
effective protection. China is now rationally utilizing representative items of ICH to develop 
cultural products and services with local and ethnic characteristics and market potential. 

The World Inheritors Conference of ICH will be held once a year; China is actively desirers to 
communicate with the world and learn from each other among different civilizations through 
activities of the Congress

Human Environment Background among their Silk Road

Overview
Economically, the ancient Silk Roads, as an important land traffic artery in China,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field of foreign trade. Although the Silk Roads Economic Belt, which 
leads the Asia-Pacific economic circle in the east and the developed European economic circle 
in the west, is regarded as “the longest and most promising economic corridor in the world,” 
there is a huge gap between the economic development level and the two ends, and most of 

Profound Cultural History 
As a large cultural heritage of mankind that has gone through thousands of years, the Silk 
Roads not only witnessed the vicissitudes of history and the rise and fall of cities but also 
promoted the penetration and integration of eastern and western civilizations, different 
countries and nations, and accumulated rich and diverse regional culture.

Folk Art Festivals Development among the Silk Roads 

ICH Resources
The Silk Roads Economic Belt includes five provinces in the northwest—Shaanxi, Gansu, 
Qinghai, Ningxia, and Xinjiang—and four provinces in the southwest—Chongqing, Sichuan, 
Yunnan, and Guangxi. These areas are rich in ICH resources.

Folk Art Festivals
Due to historical reasons, the Silk Road Economic Belt has concentrated most of China's ethnic 
minorities, and the folk-art festival carries a strong local and ethnic color. Due to different 
ethnic distribution, language, lifestyle, customs, regional environment, history and culture, 
religious beliefs, etc., the festivals of different ethnic groups are quite different, which directly 
affects the content and style of the festivals. Song and dance are highlights of folk-art festivals. 
The folk-art festival is a natural exhibition field of ethnic costumes and crafts. The national 
costume is full of sacredness, connotation, and aesth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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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lt and Road Initiative Provides New Opportunities for 
the Development of ICH Protection

The Policy Tendency of State Institutional Reform towards the 
Development of ICH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was established in April 2018. The new administrative 
organization not only realizes the comprehensive integration of culture and tourism but also 
further promotes the integration of cultural programs, cultural industries, and tourism.

ICH is inheri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 source of cultural development, and a 
manifestation of cultural diversity. The new management mechanism realizes the integration of 
ICH and tourism. 

The Implementation of Rural Revitalization Has Created 
Opportunities for the Integration of ICH into Modern Life
Under the guidance of national policies,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ICH skills and folk 
customs have been better promoted in rural areas along the Silk Road Economic Belt. 

Cultural Poverty Alleviation has Given the ICH a New Mission
To strengthen the revitalization of traditional crafts in poor areas and the training of the 
inheritors in poor areas, support excellent inheritors and craftsmen of traditional crafts projects 
to carry out workshops in poor areas, and build a platform for the design, display, and sales of 
traditional crafts products in poor areas.

Development of ICH and Art Festivals
Nowadays, large-scale traditional festivals are organized to explore national traditional 
culture, mainly in the form of traditional festivals, which has become an upsurge in the Silk 
Road Economic Belt, especially in the minority areas, and this upsurge will continue. Such 
festivals include the Dai nationality’s water-sprinkling festival, the Panwang Festival of the 
Yao nationality, the Torch Festival of the Yi nationality, and the Long Street Feast of the Hani 
people

ICH is a Platform of Friendly Exchanges between the People
The launch of “One Belt and One Road” strategy provides an important strategic opportunity 
for the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ICH, at the beginning of a new civilization cycle, to 
open a new window of civilization with people of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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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e Mutual Learning among Different ICH Cvilizations

International Exchanges on the Protection of ICH in China
The Chinese government put a high value on the protection and inheritance of ICH and 
gradually strengthened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By 2020, China had forty natural 
and cultural properties inscribed in UNESCO’s World Heritage List. The ICH is becoming a 
platform for cultural exchanges between China and the world.

CIOFF ® INDIA 

India’s ICH flows from her 5000-year-old culture and civilization

"While there are four main cradles of civilization that, moving from East to West, are China, 
India, the Fertile Crescent, and the Mediterranean, especially Greece and Italy, India deserves a 
larger share of credit because she has deeply affected the cultural life of most of Asia. She has 
also extended her influence, directly and indirectly, to other parts of the World.”

The civilization that developed in the valleys of our two great river systems, the Indus and 
the Ganges, although in a sharply demarcated geographical region due to the Himalayas, 
was complex and multi-faceted and was never an isolated civilization. Indian civilization has 
always been dynamic, not static. Settlers and traders came to India by land and sea routes.

While giving due consideration to the UNESCO Scale of ICH, the Indian perspective of the 
ICH, especially referring to holy-heritage cities like Ayodhya and Varanasi, (Uttar Pradesh ) on 

the Silk Roads, could be classified into ten broad categories: oral traditions, performance arts, 
Rāmalīlā and other Lilas (variety and distinctive; historical) Parikrama/ Yatras pilgrimages, 
rituals and festivals (selective), traditional art and craftsmanship, scholastic traditions, 
indigenous knowledge and healing tradition, memorials, icons and saints’ associated sites 
and performances, and birth places and memorials of freedom fighters and literates. Fairs and 
festivals on the Silk route are very widely varied depending on the regions and areas. 

We have many festivals along with the Silk Routes New Delhi, where the folk dances from 
India and various countries are highlighted organized by governments, NGOs, various 
departments.

The festivals give a chance to highlight the culture not only from one place or formation but 
also wide ICH elements are displayed and celebrated round the year at different intervals. In 
many festivals we have seen, where the countries located on Silk Routes come and participate 
and give performance—bridging the gap of culture and spreading the culture.

CIOFF INDIA is also associated with a number of projects where the ICH elements are the 
focus.

CIOFF RUSSIA—Silk Road as a Means of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of Cultural Relations
The UNESCO program “The Silk Road—Road of Dialogue,” adopted in 1987 aimed at a deep 
and comprehensive study of the history of civilizations, at the establishment of close cultural 
and economic contacts between East and West, and at the improvement of relations between 
the numerous peoples of Eurasia, reflected the universal world interest in the issue of this 
ancient historical route. The logical result of the plot was the inclusion of the transnational 
world cultural heritage «Great Silk Road»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in 2014, 
however, without the participa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while modern politicians are paving the routes of the new Silk Road still not completely 
identified on the global map, scientists continue to explore the ancestral heritage associated 
with the ancient historical-cultural phenomenon, in which the presence of the Russian 
Federation is large and undeniable as twenty-eight Russian regions today are in the territory of 
this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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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nomination dossiers for including the northern section of the famous caravan road that 
runs through the regions of the modern Russian Federation (the Volga and Caucasus corridors) 
in the transnational UNESCO World Heritage List are actively prepared, which is certainly 
important in particular for increasing the importance of cultural and historical landmarks and 
preserving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for future generations.

A serious reconsideration of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Great Silk Roads als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spheres, including setting 
fundamentally new goals and directions for tourist infrastructure.

So, at the fifth St. Petersburg International Cultural Forum (December 2016), Deputy Minister 
of Culture of the Russian Federation Alla Manilova assigned the Republic of Khakassia to 
become the coordinator of the Great Silk Road Project. To understand the scale of the issue, be 
aware that the Khakassian forum is a Federal discussion platform, organized with the support 
of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Ministry of culture of the Russian Federation, 
Russian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and is held under the auspices of 
the Commiss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for UNESCO.

In 2017, several significant events dedicated to this historical theme took place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main issue of the seventh International Cultural and Tourist 
Forum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as a Resource for Socio-Cultural Development,” 
which was held in Khakassia 
from June 29 to July 3, was 
the Great Silk Road. And the 
all-Russian creative event 
“Belkomur-a  New Si lk 
Road to the Arctic,” held 
in the Arkhangelsk region 
from September 18 to 23, is 
dedicated to the construction 
o f  t h e  r a i l w a y  l i n e  o f 
the  Russ ian Federat ion 
connecting the regions of 
Siberia and the Ural, and in 
the future—the railway lines 
of China with the North-Western Federal district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Khakass forum included a roundtable named “Intangible Heritage of Folk Culture from the 
Great Silk Road to the Present Times.” The issues related to the safeguarding a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cultural heritage of the peoples of Russia living on the territory of the route 
of the Great silk road were discussed: national holidays as objects of the national cultural 
heritage; strengthening interregional relations and cooperation in the field of safeguarding 
and development of Russian folk culture in the Siberian Federal district;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indigenous peoples of Kuzbass; the axiological basis 
of the musical heritage of the Sayano-Altai peoples; state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folk 
arts and crafts in Tuva; the function of folk costume in modern culture (on the example of 
the Khakass costume). As a result, the participants noted the relevance of the main topic, the 
need for further discussion to develop ideas and to take measures to solve obvious problems 
as well as state support for the ICH of the peoples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outcome of 
the roundtable was the adoption of a resolution that made proposals to federal, regional, and 
municipal authorities to improve the legal framework necessary for safeguarding intangible 
heritage of folk culture.

The construction of the Belkomur railway unites fifty ethnic groups. The project dedicated to 
this event, which took place in the Arkhangelsk region, is based on the possibility of forming a 
cultural belt of the newly created transport corridor from East to West (the White sea—Komi—
Ural). Creative delegations and representatives from ten regions of the Russian Federation 
took part in this event: the Republic of Komi and the Republic of Karelia, the Perm territory, 
the Nenets Autonomous district, the Arkhangelsk, Vologda, Leningrad, Lipetsk and Murmansk 
regions, and the city of Moscow. The program was divided into two sections: the all-Russian 
interethnic forum “Belkomur—dialogue of cultures” formed the business part and the creative 
one introduced the festival of national cultures “Belkomur” Northern tale». During the forum, 
15 master classes were held on birch bark weaving, weaving, painting, pottery, ornamental 
knitting, lace-making and other types of decorative and applied art. The festival of national 
cultures “Belkomur”—Northern fairytale presented performances of bright, original, national 
creative teams. 

It is obvious that Russian projects united by the theme of the Silk Roads in its historical and 
modern aspects will attract the attention of foreign partners in the future. The comprehension 
of the highway and the development of cultural dialogue continue. 

CIOFF KOREA: Anseong Namsadang Baudeogi Festival
The Anseong Namsadang Baudeogi Anseong Namsadang Baudeogi Festival originated to share 
the spirit of Namsadang Baudeogi Pungmul Troupe since 2001 in cooperation with CIOF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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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festival committee hosted CIOFF® World Folkloriada 2012 with forty-five countries 
to promote and share the culture of the town. It is a successful event all through the year in 
Korea. More than 620,000 visitors enjoy the event in Anseong city of Korea. 

Festival promotes Anseong Namsadang Pungmul Troupe.

-   Folkdance and music stage performance, street parade, fairs, and exhibition for traditional 
folk art, sales of traditional and folk handicraft or souvenirs, and cultural exchange among 
participating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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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Festivals in Specific Goal and Task
Kaloyan Nikolov

04
Summary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s pushing humanity forward. From ancient times 
the exchange of information has been a vital ingredient i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education, culture, and lifestyle. Trade routes were the most ancient organized form of 
exchange not only for goods but also for technology, religion, and culture. For more than 3,000 
years the Silk Roads played a major role in the exchange between Asia, Africa and Europe.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cultural exchange, understanding, and tolerance, building 
stable relationships based on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elements will give a new impetus to 
development. Representing cultures at the international level in a specific goal and task will 
focus respect for the efforts of generations and building new connections and relationships.

Introduction
Modern festivities illustrate the attitudes of modern society about the way events of different 
scale and significance should be celebrated. Contemporary folklore festivals are part of this 
celebration, and their specificity is the combination of traditional elements and modern 
components. Proceeding from the thesis that the meaning of the traditions is fully expressed 
at the moment of their practice, placed in the conditions of presentation, the elements of the 
liv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go through a preparatory phase for stage performance. This 
process inevitably leads to transmission, which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rocesses of its 
preservation.

Folklore festivals can be divided into several types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1. Anthropological characteristics  
a.Presentational
b Competitive nature

2.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a. Territorial range 
b. Time range
c. Organizational format
d. Purpose of condu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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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rtistic characteristics 
e.Professionals
f. Non-professionals

We will make a typological systematics of the types of festivals with folklore orientation.

1.   In connection with the anthropological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holding folklore 
festivals we can identify two main types:

a.   Folklore festival without a competitive nature / representative or presentational. 
These types of festivals are organized and held with a certain focus and emphasis on 
accompanying goals and events. Presentation of the participants to a wide audience in 
combination with accompanying events. To these types of festivals belong to traditional 
celebrations of separate settlements or regions.

b. Competitive Folklore Festival—These festivals can be divided into two main groups:

i.      Slightly affected competitive element—In these festivals, they usually have an unclear 
structure of the competitive nature and the participating groups receive diplomas for 
participation accompanied by degrees of quality of performance.

ii.     Strongly affected competitive element 

1.   Sporadically organized festivals with strict and clearly set tasks and criteria for 
evaluation of performances, built a hierarchical structure of evaluation with a 
reward system. 

2.   Network hierarchical structure of festivals with equal criteria of competitive 
nature.

2.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a.  Territorial range—the scope takes into account, both where the participating groups are 
from and the importance of the festival.

Ⅰ.  Local folklore festivals

Ⅱ.  Regional folklore festivals

Ⅲ.  National folklore festivals

Ⅳ.  International folklore festivals 

b. Time range

Ⅴ.  Cyclical conduction 

Ⅵ.  Duration of conduction

c.   Organizational format—the way of financing in combination with the previously presented 
criteria can be considered.

Ⅶ.      Full funding from sponsors of the organizing committee. In this case, the 
transport costs to the place of organization of the festival as well as the 
accommodation and meals of the participants and all organizational costs of the 
organizing committee are financed.

1. Funding from local government
2. Funding from sponsors and advertising campaigns
3. Funding from state institutions
4. Co-financing by sponsors and institutions

Ⅷ.    Partial funding—in this case the transportation costs of the participants to the 
venue of the festival are excluded from the full funding.

Ⅸ.   Self-funding—in this case all costs for the organization of the festival, transport 
costs, accommodation, and meals for participants are borne by the participants 
themselves in the form of participation fees or entrance tickets. 

Ⅹ.   Self-funding with partial funding from sponsors or local government. Depending on the 
agreed funding of the festival, the announced participation fee can be reduced. In this 
way, more mass participation in the festival is supported.

d.   Purpose—the main purpose of all folklore festivals is the exchange and sharing of folk 
art, creating new contacts and connections, promoting folklore art, maintaining the 
interest of groups recreating and presenting traditional art and culture as well as activating 
bearers of cultural heritage to share and pass on to future generations. According to the 
accompanying goals, we can trace certain orientations. 

Ⅺ   Tourist orientation—sharing and popularization of the tourist and historical facts on the 
territory of the festival.

Ⅻ	   Presentation of a specific product or service specific to the respective settlement or 
region.

ⅩⅢ	 Supporting the economic condition of the region. 

3. Artistic characteristics 

a.   Professionals—the form of organizing and conducting festivals with the participation of 
professional performers is characterized by the use of standard organizational methods for 
financing by selling tickets for the event. 

b.   Non-professionals—the form of holding folklore festivals with participants of non-
professional ensembles and performers is characterized by free entry of the aud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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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mpanying Events
Folklore festivals have great potential for accompanying events and events in the form of:

1. Exhibitions

a. Ethnographic exhibitions

b. Culinary exhibitions

c. Photographic exhibitions

d. Craft exhibitions

2. Culinary events

3. Trade fairs

4. Master classes, training courses

5. Conferences, seminars

There are also cases when a folklore festival is a side event of other organized events, such as 
conferences, industry presentations, fairs, etc.

Digital Imprint
As we enter the new millennium,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offers more and 
more convenient ways to promote and archive in order to future use the results of folklore 
festivals. Capturing the current state of living cultural heritage is an important element for its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Types of Festival Network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networks can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main types.

1. Anthropological characteristics

a. Presentational

b. Competitive nature

2. Socio cultural characteristics

a. Territorial scope

i. National scope, ii. Regional, iii. Continental, iv. Global

b. Organizational format

i. Passive work /informational/

ii. Active work

c. Target network /tourist, typical purpose, combined/

3. Artistic characteristics

a. Professionals, b. Non-professio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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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a Network of Festivals
The opportunity to build a network of festivals in a certain direction is possible by sharing the 
idea. Guided by the experience in leading an organization of near 500 folklore festivals—the 
European Association of Folklore Festivals (EAFF), I can point out some of my observations.

Year Number of festivals Number of participants

2007 14 6,500

2009 32 10,000

2009 48 14,000

2010 54 19,000

2011 68 23,000

2012 98 36,500

2013 120 38,000

2014 142 42,500

2015 154 46,200

2016 272 81.600

2017 365 109.500

2018 448 134.400

2019 460 144.900

Table 1. Number of festivals members and participants b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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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 1. Number of festivals members b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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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 2. Number of participants by year

The elements of creating and sustainability of a festival network are:

1. Sharing a common idea
2.Trust, Correctness of the cooperation
3. Voluntary principle of joint work
4. Building an administrative structure
5. Visibility of the benefit of the built structure
6. Construction of a digital center
7. Fast and correct communication
8. Benefit for the members of the established network

Methods of Sharing and Combining Events
The benefit of a networked event structure is the ability to share common goals and reap the 
benefits of common activities. The general structure presupposes a general strategy of the 
organizational processes.

1. Exchange of participating groups from different countries.
2. Accompanying scientific conferences to the festivals.
3. Accompanying culinary festivals and/or craft festivals.
4.   Preparation of a streaming platform for broadcasting festivals and documentaries made 

on the basis of events.
5. Digital imprint of the events and building a common open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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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sting Festivals “On The Silk Roads”
Consequences of the Silk Roads are of global importance for the development of humankind. 
The exchange of goods, culture, religions, teachings and technologies is fundamental to the 
rapid development and achievements of humanity that we are witnessing today.

Folklore festivals covering a common element of the Living Heritage along the Silk Roads. 

• Uzbekistan—IFF Bakshi / The Art of the Epics / from Serbia to Mongolia
• Uzbekistan—Atlas Bayrami Textile Festival
• Tajikistan—Festival of Harvest
• Azerbaijan—Traditional crafts “Folk art”, International festival “Silk Road”
• Mask festivals ….. etc.

Examples of unifying personalities— Marco Polo, Nasraddin Hodja…. Traditional beliefs—a 
legacy of the sun cult and the Abrahamic religions. Traditional crafts. 

Preconditions for Building the ICH Fest Network “Silk Roads” 
Objectively speaking, any festival held in the separate area of the Silk Roads with a folklore 
ICH focus could become part of the network. Only the view of the established selection 
organization regarding the set specific criteria can be an obstacle for this. The clarity of the 
goals and principles of the built structure is an important factor for its sustainability.

Construction Approaches
There are several possible approaches to organizing and conducting a network of Silk Roads 
events.. 

1.   Using existing local festivals /local or international/ and adding additional focus to the main 
objectives.

a.   Preparation of an exhibition in the region with the contribution of the local 
population to the sharing of culture and trade as a result of the Silk Roads

b. Accompanying scientific conferences to the festivals
c. Exchange of participating groups from different countries.

2. Creating new folklore events.

3. Combined approach according to the desire and the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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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ying Ways to Develop Intangible 
Heritage Festivals through Community 
Networks (Focusing on the Case of the Gijisi 
Tug-of-War Festival)
Daeyoung Ko

05
Summary
The tug-of-war is widely spread throughout the world, especially in agricultural communities. 
The Gijisi Tug-of-War Festival is highly regarded. Held on the second weekend in April, it has 
a five-hundred-year history. The event, which is based on agriculture, fishery, and merchant 
traditions, is held to wish for prosperity and good luck for the coming year. The tug-of-war 
represents the agricultural, rur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The rope used for 
the event is two hundred meters long and one meter thick, so it is truly a community event. 
Similar tug-of-war games are also held in other nations. After creating a museum for Gijisi tug-
of-war, members discovered that it could be a symbol of the region, so the local government 
invested into the museum. After building the museum, we wanted to expand our knowledge of 
tug-of-war events in other countries. In the past, there wasn’t much communication among the 
different communities celebrating tug-of-war festivities. However, after building the museum, 
we had the opportunity to invite other countries as a sort of network that allows research 
into other types of tug-of-war in the Asia-Pacific region. As Gijisi tug-of-war is well known, 
we thought that having a festival to display other cultures’ traditional tug-of-war through a 
networked festival.   

Tug-of-war (juldarigi in Korean) is an intangible heritage that is commonly found in various 
regions across the world. In particular, it is a popular activity that takes place with the aim to 
foster harmony and solidarity among communities in rice-farming regions across Korea, Japan, 
and various Southeast Asian countries. 

In April each year, Dangjin-si, a coastal city in South Korea, holds the Gijisi Tug-of-War 
Festival, which is a community-based intangible heritage festival that attracts a large number of 
visitors. The Gijisi Tug-of-War is an intangible heritage with a tradition of five hundred years 
that has been passed down in the village of Gijisi. Staying true to its roots as a ritual that was 
held to overcome a catastrophic disaster that had befallen the region five hundred years ago, the 
Gijisi Tug-of-War has been transmitted throughout history to pray for peace and prosperity 
through the spirit of harmony and cooperation within the community. Furthermore, the Gijisi 
Tug-of-War grew in scale partly owing to the large market that had existed in the village for a 
long time, as merchants used the tug-of-war as a form of festival to draw visitors and grow the 
market. 

Most members of the region participate in the Gijisi Tug-of-War as an event that involves the 
entire community to pull the rope, as opposed to other folk traditions that involve only a few 
practitioners as a ceremonial event. As an event that attracts visitors numbering in the ten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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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sands, it has become the representative intangible heritage and the largest festival in the 
region, through links with various social networks and social organizations.

The Gijisi Tug-of-War entered a phase of progress and change since 2000, when the local 
government began to provide budgetary and administrative support to upscale and organize 
the event amidst a social trend of vitalizing and encouraging cultural events and local 
festivals. In 2004, the event began informal ties with the Giant Tug-of-War of Kariwano in 
Akita Prefecture, Japan, which later became a formal exchange between the respective local 
governments and led to the commencement of visits between the two events. In addition, 
local government support allowed the opening of the Gijisi Tug-of-War Museum in 2011.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museum allowed the accumulation of materials on traditional tug-
of-war events in other regions within Korea as well as those located overseas. Furthermore, the 
overall direction of the festival was defined as a “national festival specializing in tug-of-war,” 
and during discussions on securing new content for the festival, it was decided to invite tug-
of-war events from other regions within Korea to showcase demonstration events. This type 
of content was new to the Dangjin region, where the Gijisi Tug-of-War was the only event of 
its kind, but it was deemed to be appropriate in keeping with the overall context of tug-of-war 
events. As a result, at the 2012 Gijisi Tug-of-War Festival, tug-of-war events from a number 
of regions in Korea were showcased. This was met with positive responses from visitors and 
became one of the key events of the festival, which now invites and interacts with other tug-of-
war events each year.

In return, a number of tug-of-war events across various regions in Korea that were hosted by 
the Gijisi Tug-of-War Festival also invited the Dangjin-based festival to perform showcase 
events at their respective festivals. Interactions between members through this process allowed 
for greater mutual understanding as well as a positive impact and clearer sense of direction 
for the respective festivals, thereby facilitating the growth of local events and growing into 
a functioning network through collaboration in areas such as the systematic organization of 
events and ceremonies, consideration towards children, safety issues, and advance guidelines.

Such developments over the past several years have ultimately evolved into a claim 
highlighting the necessity for a single, cohesive network or relationship, leading to the launch 
of the Federation of Organizations for the Transmission of Korean Traditional Tug-of-War 
(hereafter “Federation”) in 2014. The Federation was formed with five traditional tug-of-
war organizations as founding pillars and joined by another organization in 2016 to finally 
consist of six organizations based in Korea. The Federation toured each region to hold and 
regularly schedule events intended to ensure continued mutual understanding among member 
organizations and build basic knowledge on tug-of-war, such as capacity-building workshops 

and demonstration traditional tug-of-war events by member organizations, in addition to 
various projects such as producing educational material and publishing academic research 
reports, as well as commencing international exchanges with the support and cooperation of 
ICHCAP.

Another step forward came in the form of the joint inscription of the traditional tug-of-
war events of Korea as well as Vietnam, Cambodia and the Philippines on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under “Tugging 
Rituals and Games.” In the process of promoting the joint inscription since 2012, mutual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between the four countries was vital, and over the course of 
work-related contact such as several international academic symposiums, investigative projects 
and compilation of the inscription request, the researchers, government officials and working-
level staff formed a network to provide mutual assistance.

Through the formation of this mutual network and in recognition of the value of tug-of-war as 
an intangible heritage, the four countries successfully obtained approval for the inscription in 
December 2015. In the inscription process, Korea received a positive evaluation for its efforts 
to conduct investigations and research through exchanges and communication with various 
Southeast Asian nations as well as conducting such projects while sharing its knowhow on 
safeguarding intangible heritage. Following the inscription, Korea also conducted an on-
site investigation and exchange event with practitioner communities in Vietnam (2018) and 
the Philippines (2019). In the case of Vietnam, the Korean Tug-of-War Federation visited the 
practitioner community for the Long Biên Sedentary Tug-of-War to hold events such as a tug-
of-war demonstration, exchange event, exhibition and academic event. In the following year, 
the Vietnamese organization for the Long Biên Sedentary Tug-of-War visited the Gijisi Tug-
of-War Festival to hold a demonstration event, donate relevant materials, and participate in 
an academic symposium and an exchange event, which contributed to the Gijisi Tug-of-War 
Festival’s leap forward as an international event. These developments had a beneficial effect 
on the various content of the festival as well as establishing a positive image of tug-of-war 
among global citizens, which created the public opinion that the festival should incorporate 
tug-of-war events and intangible heritage of a more diverse range of countries in the future. 
In particular, this year was regrettable as the outbreak of the COVID-19 pandemic forced the 
full postponement and cancellation of the event amid the process of planning demonstration 
events and international academic symposiums to invite guests from traditional tug-of-war 
communities in Korea, Vietnam, the Philippines, and Cambodia to the Gijisi Tug-of-War 
Festival, in addition to an exchange visit to Cambo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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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sson learned from the process of conducting the project to date is that mutual understanding 
with the other parties involved is a necessity.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other party 
through various information such as the types of intangible heritage in the relevant country, 
historical contexts and characteristics, current state of intangible heritage transmission,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An unprepared attempt at establishing exchanges will lead to a failure 
to identify a shared interest in the project, and the exchange effort will end as a one-off affair 
as opposed to reaching the stage where a network can be form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shared commonalities and connections through sufficient research and investigations. 

Upon acquiring the “minimal” degree of understanding of the other party through such research 
and investigations, the next requirement is finding the mediator of exchanges. In the context 
of tug-of-war, this role is served by the Gijisi Tug-of-War Museum and ICHCAP. One of the 
reasons is that it is exceedingly rare for tug-of-war practitioners to engage in the event as a full-
time occupation,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is community folk activity, as it is difficult for 
individual practitioners and practitioner communities to establish various intangible heritage 
exchanges and networks while working in another occupa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museum’s efforts to conduct investigations, research, and academic symposiums allowed 
the establishment of a foundation for the relevant network. The same applies to the issue of 
language. At first, it is necessary to seek the help of professional researchers, government 
officials and NGOs to form a network and identify a mediator to serve as the point of contact.

First, following the commencement of exchange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platform to 
ensure the continuation of exchanges, effective decision-making, and stable event organization. 
This entails the establishment and regular assembly of relevant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and 
planning of various events. In the case of tug-of-war, although there is already a conservation 
organization as the main transmission agency and a festival committee through which local 
residents organize the festival, the Federation was established as a separate network platform 
and holds regular meetings and joint events each year. This is because exchanges and networks 
established by an existing organization may be confined to operating within the interests 
and relations of the said organization or become subordinate to the programs of the said 
organiz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dedicate sufficient time towards mutual understanding without haste. 
In the context of tug-of-war, there have been cases in which some practitioner communities 
raised objections regarding the premise or project format in the process of forming an 
organization or planning an event. As a result, implementing the project with sufficient 
time allowed the event to take place as planned while also reflecting the position of the said 
communities to some extent.

Third, operating through an established network also requires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projects across a diverse spectrum of areas and scales. Although the relevant activity consists 
of a festival, it must be supported by various programs such as research, investigations, 
exchanges, and mutual visits in order to broaden the basis for mutual understanding and long-
term continuation.

Lastly, prior to the project implementation stage, it is important to be mindful that practitioner 
communities are often excluded from the process in which the aforementioned mediator, 
i.e. expert researchers, government officials and NGOs, promotes and operates the relevant 
network. Naturally, many practitioner communities and practitioners initially require sufficient 
capacity-building efforts and project understanding, which may hinder project planning and 
implementation. As a matter of fact, however, they comprise the most important party of 
interest and core component in forming and operating the relevant network, whose participation 
and opinions must be encouraged and taken into account.

Tug-of-war originally began in each region as a folk activity and local festival for the 
community, but the establishment of a network among traditional tug-of-war events within 
Korea allowed the Gijisi Tug-of-War Festival to evolve into a representative traditional tug-
of-war festival in Korea, furthermore contributing to the expansion of the relevant network to 
encompass traditional tug-of-war in other UNESCO-inscribed countries, such as Vietnam and 
the Philippines, and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tug-of-war as an event of 
global standing.

Undoubtedly, the domestic and overseas networks for tug-of-war remain in their early stage 
and currently show a potential for growth, with no clear achievements as of yet.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grow the Gijisi Tug-of-War Festival into an event specializing in this unique 
form of traditional tug-of-war based on the relevant network within Korea, which has become 
settled to some extent, and later expand the network to encompass various Southeast Asian 
nations such as Vietnam and the Philippine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vitalize the basis for more extensive networking activities to foster mutual understanding and 
identify shared interests through academic, personnel exchange and research activities, in 
addition to demonstration events, performances and exchanges. This will require the help of 
the local government, currently represented by the Gijisi Tug-of-War Museum, and the support 
and cooperation of ICHCAP.

At present, the most significant pending task in terms of developing the process based on the 
relevant network is the current crisis caused by the spread of COVID-19. However, COVID-19 
also presents an opportunity in spite of the crisis. While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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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networks had mainly taken place through face-to-face interactions to date, it will be 
possible to examine the potential for networking activities that take place online, as well as th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new types of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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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Moderator: Jan Hladik

06
Moderator to Participants: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thoughtful presentations. Now, I’d 
like to open the discussion session with the panelists. I would like to ask you three important 
questions. How can we re-enforce the rol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framework of 
the Silk Roads? What kind of lessons have learned thus far? What what is the most important 
movemen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frame work of the Silk Roads? So gentlemen 
you have the floor. 

Alim Feyzullaev: I would like to say that reinforcing the role of ICH networks. The best 
option is to increase awareness raising because once more people know about it. Once we have 
more support. Once we have more engagement of communities, NGOs, practitioners of various 
types, I mean individual practitioners and we have the support of stakeholders, which are local 
authorities and national authorities of the respective countries. Then, when we have these joint 
efforts, then we can have the result.

For lessons learned, it might take awhile to summarize what all the participants have learned 
because the cases are pretty much individual. As I can see, one of the most important lessons 
learned was the practices and approaches that were in use in different countries and different 
regions focused on different ICH areas, which as one of the participants said, it involves 
tiny steps, meaning that not everything was done in one day, but it was those tiny steps that 
the evolution of our approaches which we were leading us to our goals or missions we were 
pursuing. This is what I can answer to your questions. Thank you very much. Answers.

Philippe Beaussant: I would like to thank Alim. He said many of the points I was going to 
say. We at CIOFF have four kinds of examples of how to fulfill the role of ICH in relation to 
the Silk Roads. For example, the role of Russia and China are much more relevant actions. this 
is very important to the communities there, and in Korea and India much more with NGOs’ 
actions and communities. It gives a different level. And I think here we can see how we can 
work with this opportunity in the future. It is very important, the level of government and 
NGOs. And that is why I wanted to present the different aspects of actions in those countries, 
for example Uzbekistan and Tajikistan also. I wish we could have gone on longer with my 
presentation. I think it is very important to see that kind of action and what we can do in those 
countries. Thank you.

Kaloyan Nikolov: Thank you very much. Of course, ICH is very important nowadays and 
connected to an exchange of knowledge to a specific goal will be increased on the next 
level because ICH is connectable with nature and culture. Its differentiated by the belt of the 
Silk Roads. There is a history of exchange of knowledge and it is important to keep it alive 
because this is very important for humanity. Learning from history is very important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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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generations, and we must keep it alive for humanity. I think a new establishment of an 
organization that will be searched and care about this inheritance will be good for the future. I 
understand that there are many efforts by governments to create such a cultural exchange, and 
it is very nice. Thank you. 

Sangcheol Kim: In my case, as suggested that most cultural heritage or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urvey focused on one side of civilizations, and each survey or project have good 
results, but in most cases, there are no trials for comparing neighbor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refore, the network can be possible, I think that an academic comparison process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y the network levels, which can give us another level of useful 
information for inter-civilizations and exchanges.  

Moderator to Participants: What else can we discuss? Maybe we can take up issues 
concerning the different lists under the 2003 Convention, such as, for example, the adaptation 
of national legislation.

Philippe Beaussant: We are working with the ICH Convention. And the next meeting will 
be online in December because of the situation. And the last one was in Paris in September as 
we include the roles of NGOs for the ICH elements, and I think it is a very important step that 
we are going to with UNESCO and States Party, and NGOs are important in transmitting the 
ICH elements around the world and in each country. We have a lot of work to do all together 
with states and national commissions. It is essential to have a good working relationship 
with national commissions of UNESCO and NGOs. Really, it is a big fight; it is not easy to 
understand the role we are doing. But it is really a function of festivals to demonstrate ICH 
elements around the world. And we are the ones to promote and educate people about the ICH 
elements. And I say it is very important because we have a lot of communities in different 
countries. So, I think we are taking it in the right direction with UNESCO concerning ICH 
elements and I can see for the future that it is very important that we have closer relationships 
with national commissions for UNESCO.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this network. Thank you.

Moderator to Alim Feyzullaev: How do you professionally the lists under the 2003 
Convention and the Silk Roads issue? For example, how can we analyze the cooperation and 
interaction that hosts lists and the Silk Roads

Alim Feyzullaev: First of all, the Silk Roads, the value of the Silk Roads’ components or the 
attributes should be analyzed. It is something being done for years and probably will continue 
as we study the Silk Roads, and the research on the Silk Roads is done. Linking the Silk Roads 
as we learn more about them, and as we continue studying them with the lists of the Convention 
is a gradual process, which should be ongoing through the facilitation of cooperation. That is 

both on the professional level and, may I say, the political level or the intergovernmental level. 
That should be facilitated and enhanced to work out the mechanisms, because, as I already 
mentioned before, both the networks and the essence of the network such as festivals and the 
entire range of ICH means different representations are evolutionary, meaning we don’t have 
ready-made recipes or one-size-fits-all approaches. We are working on that, and it is only a 
matter of negotiations and discussions of inspiration because as Monsieur Beaussant mentioned 
depending on the way a country is governed—with more government control or less or with 
different actors—the approaches will be different of course. For instance, in Uzbekistan with a 
strict vertical power, we will need the support of the government as a stakeholder and regional 
authorities. There are many different recipes and many different approaches, which should be 
tried, should be practiced, and the best of those selected. I really apologize for such a broad 
answer, but this is how we should approach it I believe.

Moderator to Alim Feyzullaev: Thank you very much. It was actually an excellent answer 
because it is very difficult to give a specific answer in such a situation. And a general 
answer fits in with the way each country participating in the Silk Roads project must find its 
appropriate ways because there is no universal answer.

Moderator to Participants: I’m just looking at all my colleagues in the panel, and I’m asking 
myself a question concerning what else can we can bring about because the title of our panel 
discussion is “Cooperation and Solidarity for Operating the ICH Network along the Silk 
Roads.” I think that I would also like to stress what Monsieur Beaussant said, which is the 
importance of different national commissions in cooperation and solidarity. And I’m not only 
speaking about financial grants; I’m also talking about knowledge sharing, which is much more 
important. So, what is your opinion on national commissions?

Kaloyan Nikolov: The national commissions—I can speak only about the Bulgari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which is working very well in the ICH field. In Bulgaria, we 
have another center for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r Eastern Europe it is in 
Southeastern Europe in Sophia, Bulgaria, representing sixteen countries. It is a category 2 
center, too, and they are working in this field, but the national commissions of UNESCO are 
very important because they have knowledge about national needs, and all the national elements 
that must be getting on the UNESCO lists. It is very nice that the national commissions in the 
belt of the Silk Roads may make good relations. I think that is very important work at this level 
because not only the knowledge of the various because there must be an organizing committee 
and recognition between different levels of knowledge. We do not have much experience in 
this field because the national commissions work with all conventions of UNESCO, not only 
in the ICH field, and their connections are very nice every time. But in the field of ICH, I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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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ly that we must work in a position with various strong communities so that the ICH 
elements can continue into the future. 

Moderator to Participants: We are now approaching the end of our time. I would like to 
thank you all very much for all your help. Please stay safe and thank you very much. Good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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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and Definition of Collaborative Work 
through Activities of the Silk Roads ICH 
Network
Kwon Huh

01
Summary
The Silk Roads is a path and a route, not a fixed concept but a dynamic and expanding 
polysemic concept. The definition of the Silk Roads varies depending on academic 
perspectives. Toward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the Silk Roads have become symbols of 
peace and understanding. It is at risk of abuse, commercialization, and political misapplication. 
Countries along the Silk Roads are experiencing a great deal of change, especially under the 
influence of globa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They are, therefore, highly vulnerable to 
chang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definition and target countries/areas, membership, access 
online and offline, gaps in ICT content production, and updating and maintaining information. 
Recommendations on improving a possible network include strengthening the information-
sharing capacity, improving the quality of information, and promoting and making successful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 programs. Two questions we have to ask are “What is the 
position of intellectual/academic cooperation for ICH safeguarding along the Silk Roads?” and 
“Can we support another new scientific approach?”

Complicated Meanings of Silk Roads
‘Silk Roads’ is a path and a root, not a fixed concept but a dynamic and still expanding 
polysemic concept. The definition of Silk Roads varies depending on the academic perspective 
and point of view of the times. Scholars believe that the concept of the Silk Roads developed 
over four stages in history, and of course, it has begun to be used in the European-centered 
historical perspective of the West, but it is widely accepted today. 

‘Silk Roads’ is an icon of symbols. As with all policies, Silk Roads has similarly come to us 
with the request of the times. At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it came to us with emphasis 
as a symbol of peace and reconciliation among peoples.

The view on the Silk Roads is sentimental. It is enough to inspire some mysterious, curious, 
and romantic feelings. At least, the emotional atmosphere of Korea is dominant. Korea, which 
seeks to link the origins of Korean culture with Silk Roads, can be seen as more special than 
other people in its symbolism.

But the actual appearance of Silk Roads goes beyond this sentimental dimension. The extreme 
natural environment is located everywhere. Historically, Silk Roads was not only a trade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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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flowed in goods and lifestyles but also an invasion route of wars and force, with a history 
of peace and destructiveness coexisting.

The symbolic word ‘silk’ is so large that many other important elements of culture are likely 
to be buried and diluted. This is because we can get out of the fantasy of the Silk Roads and 
interfere with understanding the phenomenon of accurate culture. I prefer the term “Great East-
West Route” to the Silk Roads. 

As many scholars have said, the concept of the Silk Roads is refracted. Silk Roads should 
be warned that it can be abused or commercially used as a politicization tool by a specific 
country or group. We need to get out of distorted Silk Roads perceptions to promote genuine 
intercultural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peace.

Cultural Transformations of Silk Roads Countries
Today, Silk Roads countries, including Central Asia, are experiencing many changes. Some 
countries have suffered a considerable loss of traditional culture in the past under Soviet rule. 
After the collapse of the East-West Cold War, most governments introduced a Western market 
capitalism system, which has undergone another social transformation and has dramatically 
transformed the tradition and culture that had been going on for generations. In some areas 
where land projects induced population migration, the vast green space to raise sheep and 
goats has disappeared, and the foundation of the nomadic culture that had been going on for 
thousands of years is on shaky ground.

Most Silk Roads countries are not exceptions to the effects of globalization. Urbanization 
is rapidly taking place in various places, and the system of traditional family culture is 
collapsing. The population leaving for the city is soaring, and the countryside is becoming 
more decreasing, while the city is rapidly increasing in population. Various urban problems 
such as wealth inequality, slumming, and unsanitary life environment is emerging. Besides, 
young people who have completed higher education in the city prefer to abandon the difficult 
traditional lifestyle and choose the more convenient modern urban life.

But most of all, the concern in many areas is that commercialization takes place at a rapid pace, 
and the development of road networks and communication will lead to the disappearance of 
nature-friendly traditional culture.

Finally, the concern we find in Silk Roads countries is that they are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especially in the intangible heritage field. Rituals, beliefs, religions, and aesthetic 
values based on nature are moving to a situation where they can no longer exist.

Silk Roads ICH Network
‘Silk Roads’ is today highlighted as a symbol of the bridge for peace and coexistence of 
civilizations. The Silk Roads ICH Network will be a productive, cooperative network, 
especially under the recognition that ICH is vital as a living heritage and a found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ut there are some issues to consider regarding the nature and scopes 
of a Silk Roads network and joint activities. 

1.   The definition of ‘Silk Roads’ is necessary to be more accurate for projects’ future operation. 

-   Currently, fifty-four countries are participating in the UNESCO Silk Roads Online 
Platform, including Arab, European, and African countries as well as the Eurasian 
continent. 

-   UNESCO Serial transnational World Heritage nominations of the Silk Roads: ten active 
members and seventeen other joining members

-   ICOMOS’s thematic report on the Silk Roads, written by Tim Willams, 2014

So, will it be limited to Central Asia, or to what other regions will be set as the target country 
of the project? Since ICHCAP has been carrying out many ICH cooperation projects with 
most countries in Central Asia and South Asia, it is necessary to define some other new partner 
countries for the network.

2.   Will the network be composed mainly of experts or limited to national representatives? Who 
will operate it? Is it a closed mechanism with two to three limited representatives from each 
country? 

3.   Will the network be concurrently conducted online and offline? The network itself is offline. 
If there is no guarantee of actual cooperation and exchange, the network cannot firmly set 
up. However, there are many substantial constraints on this: space, time, and budgets, etc.

4.  With the challenge of the COVID-19 pandemic, non-face-to-face contact online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However, there is still another difficulty in the ICT gap—sharing and 
using the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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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ow to improve the functions of an information database? There are some successful cases 
in database construction. However, if th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s incomplete, its 
usefulness would be significantly reduced. Rather than a problem with the system network, 
there are several problems in the vulnerability of the information itself, which is the 
subject of maintenance—data collection accuracy, translation into a shared language, basic 
information reprocessing, and public indifference to the encyclopedic informa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2003 Convention
All necessary network activities should be based on the 2003 Convention, which is to improve 
the critical value of ICH—that is, to enhance visibility. Since the enactment of the Convention 
in 2003, most Silk Roads-related countries and Central Asia have joined the Convention with 
the support of UNESCO and C2 Centers and have taken various measures to safeguard ICH in 
their own countries.

Articles 19, 20, and 21 of the Convention contain provisions for cooperation and support of the 
participating countries.

Article 19 of the Convention suggests the contents of cooperation among the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 Convention. It includes exchanging various information and experience 
for ICH safeguarding, implementing joint initiatives, and establishing a mechanism to support 
member countries.

ICH is a common heritage of all humanity and is a concern, so we ask for cooperation among 
countries, sub-regions, regions, and international levels.

The prerequisite for cooperation at the sub-reg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is 
establishing the network. The network is the starting point for collaboration and the driving 
force. The Silk Roads ICH network should cooperate with Silk Roads-related countries to 
facilitate exchanging various information and experiences to safeguard ICH in the country and 
region and to take multiple measures to implement joint projects.

Basic Direction and Limitation of Cooperation
‘Silk Roads’ is not easy to draw collaboration because the region is vast, and the related 
countries have different political and socio-economic systems.

1.   Cooperation needs to develop different types of projects so that various classes can 
participate. 

2.   The spirit of cooperation should continue as much as possible. The 2003 Convention is the 
core spirit of mutual respect and diversity recognition.

3.   For successful collaboration, the network must be a structure in which complementary 
and independent activities are developed online and offline. It should be a virtuous circle 
of network cooperation that spreads offline information online. It is desirable that various 
information is provided through information platforms such as ICHCAP’s ICHlink.

4.   Joint projects should be prioritized through budget and workforce limitations. Silk Roads is 
not easy to gain collective interest because the region is vast, and the related countries have 
different political and socio-economic systems.

5.   The projects’ results should help formulate and implement local policies and strengthen the 
universal valu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UNESCO.

6.  Joint projects can be carried out in various fields, including research, promotion, publishing, 
and information; therefore, close consultation between UNESCO and regional offices, 
related C2 centers, and research institutes is needed.

Category of Cooperation

1. Strengthening the Information Distribution Capacity
The Silk Roads ICH information is largely divided into two kinds: administrative information 
and academic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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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ESCO Silk Roads Online Platform
• ICHCAP’s database
• International Institute of Central Asian Studies (IICAS), Uzbekistan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Study of Nomadic Civilizations (IISNC), Mongolia

The Silk Roads Online Platform, operated by UNESCO, is a representative online service that 
provides administrative information related to Silk Roads. Currently, it is operated as part of the 
MOST (Management of Social Transformations) project, which includes fifty-four countries 
and includes ICH items (ICH Representative List), among other 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ICHCAP has provided abundant ICH information in Central Asia since its establishment 
in 2012, and it also includes administrative information and academic information at the same 
time. IICAS and IISNC are focusing on providing academic information due to their nature, 
but the amount of information is not enough yet.

To produce and supply ICH information related to Silk Road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oordinate the representative UNESCO institutions above. Currently, ICHCAP, which covers 
the entire Asia-Pacific region, is considered to have the most realistic and strategic advantages 
as the core information hub for Silk Roads ICH.

2. Quality and Quantitative Improvement of Information
To provide high information on ICH, parallel studies on various topics are essential.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mechanism that periodically produces advanced information 
that can be used for education and research by government agencies, research institutes, 
universities, and NGOs participating in the network.

• General information
• Advanced policy information
• Development of contents for new IT technology

Currently, the databases of UNESCO and ICHCAP are mainly composed of representative lists 
and basic information on ICH of each country. This encyclopedia of information requires a lot 
of time and human resources because it is essential to update.

But special research on the essential agendas that the world is collaborating with needs to be 
conducted in the Silk Roads area.

If possible, the listing project recommends focusing on collecting information about the 
heritage in a safeguarding crisis.

• Special theme: climate change, gender, youth, community, social changes, etc.
• Successful best practices 
• ICH urgently needed to safeguard
• Sustainable development of economy, society, and environment
   - Peace, integration, inclusion, cohesion, etc.
•   Safeguarding and management guideline: decontextualization, commercialism, 

uncontrolled tourism, etc.

Especially following the era of non-face-to-face communication, the joint production of 
audiovisual contents that can be used in museums, art centers, and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s should be strengthened.

• Contents (photo, video)
• IT Technology-Utilized ICH Contents Production Project—VR, AR

3. Promotion and Partnership
For a successful and sustainable network, it needs to combine online and offline activities. 
Various awareness-raising events should be planned to overcome this problem. For this 
purpose,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an index of sensitivity to ICH.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develop policies to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To this end, it is recommended to promote projects that stimulate young people's interest and 
curiosity at schools and the media.

1. Youth ICH Sensitivity Improvement Project: Content Contest, etc.

2.   Book Series for Silk Roads Education: religion, food, flavor, spices, house and architecture, 
clothing,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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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CH Festival, Film Festival, EXPO which is similarly toured with European Cultural Cities

4.   Linking commemorative Day/Week: UN/UNESCO/WTO Special Day—water, Forest, 
Tourism, etc.

5. Media Cooperation: ICH Week, new media

6.  Young Artists Creative Initiatives, camps, convergence, Fluxus, etc.

So far, I have outlined the direction and category of various cooperation projects to be carried 
out by the Silk Roads ICH network.

The clearer the common goal, the more successful and sustainable cooperation will be. Various 
information production, dissemination, and promotional projects to be planned through the 
network should also have such unification of ‘awareness together.’

So far, studies on the Silk Roads have developed in various directions in a timely manner.

Early studies conducted mainly by Western European scholars were centered on archaeology, 
art history, and trade. However, by the 1980s, comprehensive studies have been undertaken 
to look at the Silk Roads from various perspectives, such as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In these times, we witnessed the formation of Dunhuong Studies and the Silk Roads Area 
Studies, which were made by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The representative case was 
the Integral Study of the Silk Roads, which UNESCO promoted as one of the UN World 
Decade for Cultural Development (1988–1997). As the project name ‘integral’ suggests, it 
was carried out based on a comprehensive and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osition of whether the Silk Roads ICH Network will cooperate within 
the boundaries of regional local area studies that have been carried out so far, or whether it 
will be directed to a cultural perspective that examines the birth, exchange, and influence of 
civilizations from a global perspective.

Relationship between SR-ICH NetWork and UNESCO’s Activities
To avoid duplicating projects and maximizing the publicity of project results, an inter-network 
coordination committee is desirable. It is also expected that a high-level joint meeting, in 
cooperation with UNESCO, could be organized in the initial stage of joint ven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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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ve Measures for Festivals in the 
Silk Roads Region
Jahangir Selimkhanov

02
Summary
Based on the notion of culture as a complex multi-layered phenomenon, we admit that some 
cultural elements or expressions may fluidly migrate and adapt to different local settings, not 
necessarily or exclusively serving as a marker of an ethnic identity. Moreover, an emerging 
concept of shared cultural heritage allows us to disclose positive potential for joining efforts in 
safeguarding and enlivening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people. Connecting various national 
and local cultures along the Silk Roads aims exactly at gaining the joy of sharing the values, 
wisdom, creativity; at nurturing mutual interests and empathy among cultures and people; and 
at searching for common threads across the rich multitude of manifestations of cultural heritage 
of a vast region. The joint initiative by ICHCAP and IICAS to launch the Silk Roads ICH 
Networking Program needs support and actions by the wide range of stakeholder organizations 
and groups. Two options might be considered for a Silk Roads ICH Festivals network—
either establish its own training program, capitalizing on the European Festivals Association’s 
experience or—cooperate with EFA on arranging a special edition of their Festival Academy 
focused on ICH and open for young managers from within the new network.

As the authors of an article on network principles for collaboration success (J. Wei-Skillern, 
N.Silver, in Foundation Review Journal, 2013) put it, explaining networking through the 
oppositions, Network Mindset represents a shift from Focus on growth to Focus on mission, 
from Focus on control to Focus on trust, from Focus on yourself to Focus on others, from 
Focus on garnering resources to Focus on sharing resources, and from Focus on the particular 
to Focus on the whole. This schematic dichotomy gives us quite a clear indication of what we 
could gain and by which patterns in the process of networking. 

We need to scrutinize possible tools and measures that might jointly ensure a newly announced 
network's sustainable activity and lead to fulfilling its high and noble mission. The following 
points are proposed below for discussion among the experts invited to this working meeting 
in practical terms. Certainly, this list is far from comprehensive, and action strands raised 
herewith would require the further elaboration of details and exact modes of implementation. 
Still, we felt it necessary to draw our community’s attention to these issues from the onset. 
The conclusions and assumptions regarding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regarding ICH festivals 
are primarily based on Azerbaijani research. Still, it might be presumed that the problems and 
solutions mentioned here are applicable to other contexts, even though with various degrees of 
approx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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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pporting online presence of the festivals and establishing an information pool of 
possibilities for streamlining the search for international partnership and collaborations

The survey revealed that some (especially smaller scale) festivals have only basic internet 
facilities and could not afford to maintain their archived materials from the previous editions 
online. A common extended directory/database of network members fitting into a standard 
template with flexible search parameters, tagging, and a moderated notice board with upcoming 
calls for partnerships and displays of project pitches open for collaboration would tremendously 
enhance the network. 

2.   Reinforcing the forms of active involvement of the audiences into artistic production, 
programming, discussion, and volunteer work

The core idea of participatory value in cultural production, transmission, consumption, and 
merging hybrid forms of these phenomena is compatible with the ICH, perhaps even more 
than any other cultural domain. Borrowed from the discourse of new emerging technologies 
and media convergence, ‘participatory culture’ implies “the sharing and collaboration between 
authors of every type”. Henry Jenkins in his book Confronting the Challenges of Participatory 
Culture (2009) outline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of this notion: 

creating and sharing one’s creations with others; strong support for creating and sharing 
one’s creations with others; informal mentorship whereby what is known by the most 
experienced is passed along to novice; members believe that their contributions matter; 
members feel some degree of social connection with one another (they care what other 
people think about what they have created).

Most of the ICH festivals observed by us so far lack this very approach of overcoming the 
passive consump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elements. Of course, there are some basic elements 
of involving festival visitors into the process of dancing, singing, or cooking. But what is meant 
here is a much deeper engagement of the public into various aspects of making and running a 
festival—creative output, programming, management, discussion, and promotion. It is a vast 
field for cooperation and exchange of good practices among network members. 

3. Launching festival initiatives encompassing the regions across and beyond the Silk Roads. 

Multiple cases of cross-border, region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between festivals as 
the proven practice support the idea of a ‘win-win’ situation, which turns to be advantageous 
or satisfactory to all parties involved. Leveraging the efforts and resources, the circulation of 

new ideas and sharing of gained knowledge and experiences do not decrease competitiveness 
among individual festival organizations. Instead, it contributes to a broader appreciation of the 
ICH, builds a more robust public profile in the communities’ apprehension, and shapes the taste 
for enjoying and enlivening the inherited cultural elements in their variety and richness. The 
very notion of the Silk Roads we use today is meant as rather encompassing and not divisive 
or insular. Stemming from historically informed geographical fixation, nowadays the name 
‘Silk Roads’ is applied in a metaphorical sense as a sign of openness to cultural exchanges, 
convergence, and empathy. In this sense, the ‘inner’ circle of Silk Roads countries and cultures 
(in the proper historical geography attribution) could be enlarged towards other regions and 
cultures with no harm to this cultural initiative’s integrity and rationale. Embracing various ICH 
manifestations from beyond the core track along the Silk Roads must be justified by different 
approaches—through the history of shared cultural elements or by evidence of new hybrid/
symbiotic forms arisen in result of encounters of the local cultures or—just by accepting the 
interconnectedness of all cultures as an essential prolegomenon to the global cultural exchange. 

Possible Cases of Regional Initiatives:
a. Working group on culinary heritage and raising common brands for the festivals

In our research in Azerbaijan, several food culture and culinary festivals have been revealed, 
some of them held regularly, some—sporadically. Festival of tea culture, of plov, of Eastern 
sweets, of dolma, of murabba (fruit jams), etc. This multitude dispersed over different locations 
and throughout the yearly calendar of events brought about the idea of uniting these events 
under a common recognizable brand/trademark, which might be extended toward similar 
festivals within the Silk Roads region once this proposal gets supported. As such, any food 
culture festival (generally any ICH festival) is geared to success if it presents an interethnic and 
international panorama; thus, the potential benefit of launching and promoting a joint branding 
for this kind of themed events and a kind of coordinating/ liaison office. 

b.   A showcase platform for music and dance groups leading to co-productions between the 
participating festivals

Another model positively proven on the international art scene is the concept of a showcase 
festival. The hosting side gets a diverse and well-curated program without substantial expenses 
for artists’ travel and performance fees. Meanwhile, by participating in a showcase festival, the 
performing groups and artists have much broader exposure to potential ‘buyers’—festiv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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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ue managers, independent promoters, and record labels. An excellent example of this model 
is the annual WOMEX Festival devoted to promoting world, ethnic, folk, and roots music. Still, 
there are many more similar events held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The business benefits of 
these encounters are evident; however, there is also one significant, meaningful outcome—an 
opportunity of starting up new creative collaborations and co-productions between artists and 
collectives from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c. Joint/collaborative marketing campaigns of the festivals

Joining PR and marketing efforts is currently widely evident in various cultural sectors—
museum work, cultural tourism, art market, independent performing arts venues, etc. 
“Collaborative Marketing is the process of aligning your company’s interests, resources, 
and marketing muscle with other like-minded companies to accomplish much more than 
you might be able to do on your own” persuades an article on collaborative marketing in 
Forbes. There are at least three practical reasons why it is beneficial: collaborating saves you 
costs on marketing, collaboration introduces new expertise (which you acquire from your 
counterpart), collaboration brings quicker solutions (as soon as gaining the audience, dealing 
with influencers, etc. takes much time). We should exchange ideas across the network on 
how to assist each other in reaching out to new audiences from abroad, given that people are 
now more frequently travelling (with exception of the current period of pandemic, of course) 
and attending an ICH festival in an another country might become an additional motivation 
triggering the decision to travel. Moreover, digital formats of delivering the cultural content 
that is increasingly capturing our attention may also contribute to wider dissemination and 
appreciation of ICH’s particular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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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Links: Information-Sharing Platform 
as a Key Base for Safeguarding and Us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
Pacific 
Sangmook Park

03
Summary
In introducing the background of building ichLinks as the Asia-Pacific ICH information-
sharing platform, its core values and objectives, implementation schemes, and expected 
effects are explained. ichLinks plans to serve as a common ground for all the participating 
Member States to connect with each other. ICHCAP plans to form a one-stop integrated online 
service platform and an expanded platform based on the participation of Member States by 
establishing an Executive Committee led by partner organizations from participating Member 
States for efficient platform operation. In addition, ICHCAP support will address differences 
and deficiencies resulting from different technological conditions among nations. These actions 
would help participating states and partner organizations voluntarily and actively using the 
platform and continue to create new value through multilateral information sharing, exchange, 
and cooperation. Information and content shared through ichLinks can be constantly recreated 
and reused as online and offline resources in areas, e.g. festivals, exhibitions, research, and 
tourism. 

Introduction 
Information is often referred to as a key element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term 
used to be unfamiliar to us several decades ago but is in everyday use in the society at large. 
With this backdrop, recent technological breakthroughs have brought radical changes to global 
society and significantly accelerated the advent of information era. 

It is not too far to say that we are living in a flood of information. There is no doubt that 
information has brought an abundance of modern conveniences to humanity. Its unhampered 
expansion and reproduction, however, have caused many challenges to our society on both 
a local and global scale, e.g. information inequality and management difficulties. Increasing 
volume and variety of information have made it even more difficult for us to ensure an efficient 
data management, and therefore, highly-functional data management system has become a 
cause célèbre for the effective data retrieval and use as well as the active data exchange among 
users. 

Meanwhile, inform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effective preservation and safeguarding 
of cultural heritage, be it tangible or intangible. To better preserve or safeguard cultural 
heritage, we need a set of information that well explains the target heritage and its 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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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information would serve as useful resources when policy-makers build an integrated 
safeguarding strategy, and even when field officers and organizations to implement it on the 
actual scene. 

The 2003 UNESCO Convention defines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as the practices, 
representations, expressions, as well as the knowledge and skills that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recognize as part of their cultural heritage. ICH cannot be touched and only 
takes momentary shape in the mind, the speech and the motion of a human being. Its carriers 
are mortal, and therefore ICH dies with each person and is reborn with each new member of 
a community.1 Hence, UNESCO introduces identification, documentation, and research as the 
fundamental safeguarding measures, indicating that the information identified, documented 
and collected through initial stages would serve as key resources for effective preservation, 
protection, promotion, enhancement, and transmission of the target heritag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ICHCAP) was 
established as a Category 2 Centre in the ICH field under the Agreement between UNESCO 
and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in 2011. 

As a regional ICH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er, ICHCAP has yielded creative ICH 
contents and pioneering discussions through its programs and activities over the last 10 
years. In recognition of our continued efforts and experiences in the field, many Asia-Pacific 
Member States have requested for technical advice and services that can help manage and 
promote their ICH resources in an efficient manner. Discussions have also been made on how 
to interlink unstructured ICH data scattered all over the region and to maximize their value 
through strategic integration. After much consideration, we agreed upon the need for building 
a pan-regional mechanism for sharing ICH information and conducted a study with the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KCTI) to see the project feasibility from September 2019 through 
April 2020. The study results have presented a logical basis for ICHCAP to build an integrated 
platform for efficient sharing of ICH information and content throughout the Asia-Pacific 
region. 

1   Silvia Singer, “Preserving the Ephemeral: The International Museum Day 2004 in Mexico”, 2006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Vol. 1, 2006, pp69

ichLinks, an Integrated ICH Information-Sharing Platform 
“ichLinks” is a one-stop online platform where you can easily meet a wide range of ICH 
information and content shared by and with Asia-Pacific Member States. We coined the term 
as a portmanteau of “ICH” and “links,” referring to the mutual connections made among ICH 
stakeholders through the platform. This name well reflects our perspective that ICH is not just 
a physical object to be collected or shared through the platform. Instead, the platform will serve 
as a common ground for the Asia-Pacific member states and their partner organizations to get 
connected with one another and create greater synergies. 

In other words, ichLinks is not a mere digital system designed to facilitate effective 
ICH safeguarding and transmission. It is more of a catalyst that sets up close ties among 
participating countries, which thereby develops deeper mutual understanding, helping each 
nation spread the values of their own cultural heritage through the network. At the same time, 
the participating member states shall work together with equal rights and responsibilities, 
which in turn makes it possible to create a virtuous cycle of a stronger cultural bond and greater 
peace throughout the Asia-Pacific region and beyond. 

Core Values
To better understand the underlying values of ichLinks,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the process 
of how ICH information and content are produced, shared, and used in the Asia-Pacific context. 
Here follow the three core values that ichLinks claims, along with detailed descriptions of their 
back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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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ichLinks pursues decentralization in its operation. The platform distribute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equally to all participating countries and enables them to stand on an equal 
footing with the rest. They can not only provide what they wish to promote but also create 
something new out of what they receive from other countries. All the participating countries 
can thereby perform complementary roles and further produce and use the ICH information 
and content in various ways. By doing so, ichLinks shall break the boundary between the two 
and let all participating countries serve as prosumers within its space.

Second, ichLinks seeks openness and sharing in its information management.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ichLinks is not being built only to gather information and resources. All participants 
exchange ICH resources on the principles of openness and sharing, so there is no fixed stream 
of information or content from one to the other. Rather, they can fully cooperate with each 
other and create greater value from such interactions. Resources shared as such shall also serve 
as another source of creative content curation in festivals, exhibitions, research, and tourism. 
This will strengthen the openness and information sharing and further prevent the potential 
imbalance in information that could arise among the participants joining ichLinks.

Third, ichLinks pursues sustainability in ICH safeguarding. Recent social changes resulting 
from global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have quickly changed the cultural 
landscape, leading to a drastic decrease in the number of ICH practitioners and transmitters. 
In the worst cases, some ICH elements disappeared completely or came very close to 
extinction. Except where otherwise safeguarded under a proper system, it i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the ICH elements at such a risk disappear for good from our history. It is therefore 
recommended to avoid activities of fleeting, one-off support and extend to more preemptive 
and proactive measures, for example fostering a safeguarding ecosystem that can guarantee 
the sustainability of ICH in general. Under these circumstances, ichLinks can help various 
ICH stakeholders, including practitioners and experts, to develop an in-depth understanding of 
cultural heritage items related to themselves. What is even more important is that the project 
does not only offer financial aid to participating countries but also helps them develop their 
own competencies and create social and economic opportunities out of the platform. ichLinks 
can thereby present a practical revenue model that would offset economic challenges to local 
communities, which in return can provide quality content back to the platform. As such, 
heightening participating countries’ independence would help create a huge ecosystem that 
is advantageous for long-term ICH safeguarding and will further contribute to enhancing the 
sustainability of ICH throughout the Asia-Pacific region.

Target Objectives
On the basis of the three core values indicated above, ichLinks shall fulfill its goals and 
objectives as an integrated platform designed to best share and use ICH information and 
cont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Listed below are the ichLinks’ target objectives and their 
subsequent expected results.

First, ichLinks shall serve as an integrated, one-stop online platform. Many Asia-Pacific 
member states have taken a range of ICH safeguarding measures, including inventory-
making and documentation, in step with the rapid spread of 2003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ome of them have attempted to build 
databases for systematic heritage management, but unfortunately most of their efforts remained 
concentrated on simple data provision. Even if they were made public online, they were only 
available in their local language, making it difficult to achieve active cooperation across 
borders. However, ichLinks enables us to build an integrated database through opening the 
data registries to all participating countries. Platform users can therefore search and use a wide 
range of ICH information and content from different Asia-Pacific countries and organizations 
within a single system. This implies that those who wish to compare, for example, a certain 
cultural heritage in Vietnam with similar ones in China or Korea do not have to explore a 
number of random websites. Furthermore, ichLinks would facilitate a variety of activities 
within the platform, as it will provide not only basic information and content about heritage but 
also secondary data processed from this, for example movies, music, literature, and academic 
resources. This whole process of creating new data out of the resources provided through the 
common ground shall flow back into the platform and expand the scale and value of ichLinks 
in the course of time.

Second, ichLinks shall develop into a flexible, expandable platform with active participation 
from participating countries. Insofar as we desire to build an effective information system, 
what matters the most shall be its constant, systematic management. Especially when there 
are multiple information providers, they often elect a single manager or administrator in order 
to achieve integrity and reliability of the shared information. However, such a delegation of 
authority to a certain player can possibly create an imbalance of power in the mechanism and 
lead to a weakening of its system of operation. Therefore, ichLinks puts neither ICHCAP nor 
a single participating country at the center of its operation. Where Asia-Pacific member states’ 
ICH content serves as a key resource for the platform, it is important to attract voluntary 
participation and contribution from participating countries. At the initial stage, ICHCAP 
shall therefore serve in part as the secretariat for efficient platform management, but all 
the participating countrie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platform with equal righ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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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ibilities once it gets up and running. Right at that moment, ichLinks can fulfill its role 
as a network hub with active interactions among various participants—countries, individuals, 
and resources. Moreover, the platform will facilitate fervent exchanges among those engaging 
in the ICH field and expand into offline activities such as forums, seminars, workshops, 
performances, exhibitions, festivals, and cultural events.

Third, ichLinks shall create greater value through convergence. Once collected, all the basic 
resources may undergo a series of strategic curation and be recreated into another form of 
appealing ICH content. They can bring about greater value to the heritage elements and 
contribute to their effective management. Additionally, a group of Asia-Pacific countries 
that share similar heritages can bond together and create new ICH content. This regional 
cooperation would help foster a strong bond among participating countries and further 
strengthen active exchanges and collaboration among them. Likewise, ICH information and 
resources scattered over and supervised by different countries will also be managed in an 
integrated manner, making it possible to host an exhibition or create new ideas about cultural 
heritages. In the long run, the platform will go beyond simple creation of cultural products 
or content and make its way into the secondary or tertiary creations made from them. Clearly 
then, ichLinks can lay a firm found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ICH communities and 
groups within the region. Hopefully, the platform will enhance digital accessibility to ICH 
for people around the world, generating powerful momentum for younger generations to take 
interest in ICH in the Asia-Pacific region.

Action Plan for Building ichLinks  
As mentioned above, ichLinks is an open, shared platform to be created through close 
collaboration with partner organizations, and therefore, their roles and contributions have 
become even more important than ever. ICHCAP will create a system that can share 
information held by each organization step by step through the active participation of ICH-
related organizations in the Asia-Pacific region. This section introduces specific action plans for 
building the ichLinks

Inviting Partner Organizations and Their Roles
As its initial step, ICHCAP proposes the project and receives application from competent 
organizations engaging in ICH safeguarding activities in their own countries. With the careful 
analysis, ICHCAP designates the competent organizations to participate and serve as partner 
organizations. Their main role is to share ICH information and content, including videos, 
audios, images and publications through the platform. To this end, partner organizations 
should select target information and content they would like to share through the platform 
out of the data they have and put in efforts to database it. They will also need to put the key 
metadata and translate it into international official languages. ICHCAP will provide technical 
support to link ichLinks to their database, so that the partners can deliver target records to the 
platform. Through the technical connections, the data transferred to the platform repository 
will be processed, edited, and uploaded to the ichLinks in the form optimal for public service. 
Partner organizations can also upload their own data directly to the platform. ichLinks will then 
serve as a common space where a wide range of ICH information and content is gathered and 
exchanged, creating new opportunities and values.

Advantages to Partner Organizations
The selected partner organizations will receive a range of support from ICHCAP. ICHCAP 
will provide step-by-step assistance that caters to respective needs of the partner organizations, 
to the extent permitted by the budget. Examples may include the purchase of necessary 
equipment and systems, employment of project personnel, development of ICH digital content, 
and support for organizing various local events. In addition, ICHCAP may provide technical 
support to facilitate participation by sending IT experts to partner organizations to analyze their 
database system and provide necessary advice. When the platform is built, ICHCAP will also 
provide training for IT personnel at the partner organizations, which will also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ir ICT capacity and bridging the gap among the partner organizations. 

Use of Shared Inform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artner organizations shall reserve the right to use data shared through the platform. It it is 
necessary to clear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for the information and content shared by partner 



178 179

Collaborative Work and Benefits through Activities of the Silk Roads ICH Network

organizations. Partners should clearly indicate the extent to which they will allow the use of 
their data, for example, if they would only allow it to be shared on the web, downloaded for 
secondary use, or restricted for any other use. Therefore, partner organizations should share 
through the platform only the resources and materials for which they own the copyright. 
Otherwise, they can be shared after acquiring permission from the original copyright holder. 

In addition to the public service through the platform, the shared information can be used in 
the cultural content industry, in the form of movies, theater, music, games, animation films, 
performances, and even fashion. However, discussions on its commercial use would be possible 
among the partner organizations only after we have proper means to distribute the profits to the 
rightful copyright holders. 

System Development 
ICHCAP has already begun developing the ichLinks system with a three-year plan from 2020. 
The development scheme ranges from building the system to fostering stable hardware and 
software infrastructure for the partner organizations. On-site technical advice can also be 
provided after due diligence to connect the ichLinks with the partner organizations’ databases. 
The platform is expected to further expand in size and improve in quality through reflecting 
ideas and suggestions from the participating organizations. 

ichLinks Executive Committee
As the number of partner organizations participating in ichLinks increases, the Executive 
Committee will be formed among participating organizations to discuss crucial issues and 
ensure more stable operation. The Executive Committee will comprise representatives of 
partner organizations, and will address various issues for optimal, effective operation of the 
platform and its system. ICHCAP will take the lead in the initial stages for stable operation, 
but ichLinks will serve as a common ground for participating partners actively exchange their 
ideas and resources. Therefore, we expect that the Executive Committee will get more and 
more important in the course of time. 

Content Structure and Web Services
ichLinks provides multiple layers of ICH information and content tailored to the needs of 
various groups. Among them, key resources about ICH elements, resources, stakeholders, and 
news & events form the primary layer, and provide the most essential data to users with regular 
updates. 

These key resources can be used to create different forms of appealing content that build up the 
secondary layer. They may include specially curated collections and exhibitions, storytelling, 
GIS-based VR and AR presented through advanced ICT technologies.

Expected Effects 
We expect that the ichLinks shall not only serve as an integrated archive but also as a common 
space for active communication for ICH safeguarding in the Asia-Pacific region. Here follow 
the four key expected results from building and operating the ichLinks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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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Information Sharing and Preservation 
There is no doubt that ichLinks shall be one of the fastest gateways to ICH information and 
cont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This is truly an innovative change, given the existing 
difficulties we have had in locating target information scattered throughout the region. Although 
it will take some time, its multilingual translation would contribute to lowering the barriers for 
the general public to access a diversity of ICH content from other countries. Furthermore, the 
platform is also expected to facilitate the preservation of the collected materials and resources. 
Whereas many analogue materials and resources are disappearing even now with natural 
disasters, ageing, and deterioration, ichLinks shall serve as a data backup center and provide an 
efficient data recovery channel for the partner organizations against the potential data loss. 

Transnational Exchanges and Cooperation
Once the ICH information and content is shared online, there shall be subsequent opportunities 
that can be presented through offline settings. Active information and content sharing would 
further facilitate academic conferences and seminars where people can gather up and share 
brilliant ideas and knowledge. In addition, cultural events and festivals can also be organized 
across borders with the information and content shared through the platform. This will help 
create new networks among various ICH stakeholders, including policy-makers, experts, 
researchers, performers, NGOs, museums, and communities, which further improves the 
platform in size and quality through channeling the newly created information and content back 
to itself. 

Cultural Content Development and Influences
The information and content collected through ichLinks come in a variety of cultural content. 
As is well known, ICH has been used as creative themes and resources to develop cultural 
content in many countries. For example, the Republic of Korea has presented Ariang in 
different forms of arts and music, while Spain has organized cultural festivals and traditional 
dances over several centuries. More cultural content is expected to come in various forms, e.g. 
films, novels, games, and fashion, and we expect that the development of cultural content will 

Heightened Intercultural Understanding and Respect
Since wars begin in the minds of men, it is in the minds of men that the defences of peace 
must be constructed; That ignorance of each other’s ways and lives has been a common cause, 
throughout the history of mankind, of that suspicion and mistrust between the peoples of the 
world through which their differences have all too often broken into war.2

The above passage stated in the UNESCO Constitution, clearly reminds us that understanding 
of other cultur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leads to mutual respect and peace. Especially 
for modern people living in a multicultural and multiethnic society, understanding and respect 
for other cultures are prerequisites for the prevention of conflicts.

The Declaration on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3 adopted by the 
UNESCO General Conference in 1966, states that each culture should be respected and 
preserved because it has dignity and value, that every people has the right and duty to develop 
its culture, and that all cultures are the common heritage of all humankind. True humanity, 
along with understanding and respect for other cultures, will be established in all of us 
when promoting intercultural dialogue and exchanges through ICH, a common heritage of 
humanity that we all must safeguard together. ICHCAP hopes to contribute to this peac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the ichLinks project.

Conclusion 
This paper looks into the background of building ichLinks as the Asia-Pacific ICH information-
sharing platform, its core values and objectives, implementation schemes, and expected effects. 
As mentioned, ichLinks plans to serve as a common ground for all the participating Member 
States to get closely connected with each other and create synergy through the platform. 

Decentralization of roles and responsibilities, openness and sharing in data management, and 
enhancing sustainability of ICH through an effective safeguarding ecosystem are three core 
values that ichLinks pursues in its operation.

2  UNESCO Constitution 
 (http://portal.unesco.org/en/ev.php-URL_ID=15244&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

3 The Declaration on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 
 http://portal.unesco.org/en/ev.php-URL_ID=13147&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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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CAP plans to form a one-stop integrated online service platform and an expanded platform 
based on participations of Member States, by establishing an Executive Committee led by 
partner organizations from the participating Member States for the efficient platform operation. 
In addition, ICHCAP supports will be in place to address differences and deficiencies resulted 
from different technological conditions among nations. These actions would help participating 
Member States and partner organizations voluntarily and actively use the platform and continue 
to create new values through multilateral information sharing, exchange and cooperation. 
Information and content shared through ichLinks can be constantly recreated and reused as on- 
and offline resources in areas, e.g. festivals, exhibitions, researches and tourism. 

ichLinks will be an effective platform and tool for spreading a variety of ICH through 
collection, recreation, sharing and expansion of its information and content. The platform is 
expected to serve as a window to showcase the history and creative stories about ICH that 
reflects the cultural identity of various communities, and also serve as a bridge between our 
generation with future. Therefore, we expect that the ichLinks would further help promote 
dialogues and exchanges between cultures and encourage the understanding of and the respect 
for other cultures, contributing to building a culture of peac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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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Silk Roads Heritage Corridor 
- Afghanistan, Central Asia, and Iran

Krista Pikkat 

04
[Paper Unavailable]

Summary 
In 2018, UNESCO partnered with the European Union to launch the Silk Roads Heritage 
Corridors in Afghanistan, Central Asia, and Iran—International Dimension of the European 
Year of Cultural Heritage. The project focuses on safeguarding, preserving, and promoting 
the common heritage along the Silk Roads. The action aims to promote the region’s cultural 
heritage and develop heritage-based tourism, diversifying tourism products and delivering 
high-quality visitor experiences along in participating countries and improve the livelihoods 
of the communities in the region, including youth and women, through capacity building and 
the creation of opportunities for income-generation and jobs, and, through this, demonstrate 
the role of culture in sustainable development. The project is implemented along the 
following main components: 1. Valorization and promotion of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 Strengthening capacities in heritage safeguarding, protection and management 
for the promotion of sustainable tourism 3. Strengthen human and institutional capacities 
4. Awareness-raising initiatives to further promote and facilitate partnerships and improve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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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 Silk Roads Online Platform
Mehrdad Shabahang

05
[Paper Unavailable]

Summary 
The UNESCO Silk Roads Program Overall Goal is in line with the objectives of the UN 
2030 Agenda, in particular with SDG16 (Sustainable Peace and Development), advocating 
for intercultural dialogue and mutual understand and respect as well as social inclusion and 
cohesion. Interactions along the Silk Roads have played a vital role in connecting cultures and 
people across many borders. It is an instructive example of a long-lasting legacy of exchange, 
influence and cooperation. In the first phase, roads of dialogue among the people of Eurasia 
began in 1988 and the five expeditions along the Silk Roads collected information for analysis 
about shared heritage. During the second phase, the major goal was to raise awareness about 
the shared heritage along the Silk Roads. This occurred by empowering youth through an 
annual photo contest and a Silk Roads youth research grant. The third structure was to develop, 
compile and disseminate knowledge through a Silk Roads online platform. This work promotes 
interactive possibilities for an ICH Silk Roads network with ICHCAP and IICAS by identifying 
and promoting concrete fields and elements that have facilitated and have been generated 
through cultural interactions and exchanges along the Silk R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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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Discussion 
Moderators: Alisher Ikramov and Urazali Tashmatov

Moderator to Participants: If you will allow me, because of a shortage of time, one question 
can be applied to everybody. Mr. Park this question is related to the one I asked you. The 
issue is related to challenges and i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Because as Mr. Kwon Huh 
mentioned earlier in his presentation that we have to continue networking both online and offline. 
And if we are talking about online networking, I think one of the possible challenges in front of 
us is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is coming to every site and from your point of view, what is 
the ext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could be an essential tool for promoting this ICH Silk Roads 
network? To what extent do we have to consider? I know that Krista Pikkat was looking after a 
communications center, so she knows very well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he has many 
ideas on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coming; it is coming everywhere already. So, my question 
to you, from your point of view,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Silk Roads network. What can be 
the challenges here and what would be your proposal? 

Kwon Huh: It was a wonderful time to gather more information about the Silk Roads. I was 
a national coordinator for Silk Roads a long, long time ago while working for the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However, nowadays, the situation is quite different from at that 
time in the eighties and nineties. Today is quite different, so to take account of the development 
of this communication of the people. Now, to promote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among 
stakeholders, you need to maintain the spirit of the cooperation. What is our real goal in 
collaboration, without achieving the common sensibility among the members? We are not able 
to do anything at all, so I think maybe we need to set up the common sensibility among the 
member states. Why do we start such a program now? So, we head out facing many challenges. 
In summation in my presentation, many countries along the Silk Roads face very serious issues 
in relation to globalization and the impact, so the young generation don’t have interest in the 
traditional way of life. I was in Ulaanbaatar, Mongolia; many of the young generation want 
to live in cities, not their home. So, it is a social crisis and social isolation then it destroys the 
traditional way of life. So, we don’t have any concrete action to be taken, so we are very happy 
to establish the Silk Roads ICH network. Now is the time to establish concrete Ideas among the 
members

Krista Pikkat: I would like my colleague to elaborate more on the online network because 
when we look at the activities that UNESCO conducts on the Silk Roads and the region, it is a 
little bit far away from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etadata at this juncture. We saw the impacts 
of the COVID crisis on our lives and the fact that we are no longer able to conduct face-to-

Discussion
Moderators: Alisher Ikramov and  
Urazali Tashmat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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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 meetings, so most of the capacity-building activities have now moved online. Of course, 
with a mixed bag of success because in some countries this was quite easy. In other areas, 
when our target groups were in remote areas, we had some challenges in connecting with 
people to participate. But, we have actually revised the concept or the approaches of the Silk 
Roads project a little bit in light of moving to the online era. The fact that we are working on 
a virtual exhibition on the Silk Roads and digitizing the artifacts from museums. As well, we 
are collaborating with another organization that works with support from the European Union 
on e-commercialization, trying to help craftsmen have an online presence so they can sell their 
products online.

Jahangir Selimkhanov: What I would say is that now we are in an extremely interesting area, 
which will now be discussed very briefly. I think it should be a topic for another meeting. But 
what I can say from the onset is that what you call artificial intelligence is about big data. So, 
there could be a lot of information for machine learning to produce more forms. That is the first 
task. The second is that a more immediate application could be augmented reality and virtual 
reality. I think these are good prospects to work on this direction to disseminate our heritage

Moderator to Sangmook Park:  A quick yes or no—could you integrate the Silk Roads 
project with ichLinks ?

Sangmook Park: Yes

Moderator to Sangmook Park: Second question what do you think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to what extent is it possible to go faster.

Sangmook Park: That is a rather broad question, but as to your question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in real life, I’m of the idea that the online platform will not stand alone without 
any offline activities in the field. They will be more like supplementary relations that should 
benefit from one another because even if we create an online platform, we cannot sustain the 
viability of such a platform without local engagement, and this local engagement can be made 
possible with the full scale of cooperation with member states. So, I believe the member states’ 
engagement in this emerging platform will welcome artificial intelligence.  

Moderator to Mehrdad Shabahang: My last question is to you. A quick yes or no, are you 
going to support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Silk Roads online platform?

Mehrdad Shabahang: Of course, if we can take advant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we will 
do it. One of the major fields we may benefit from this is our interactive app. Our idea is to 

provide the data or encapsulate the data for visitors, but indeed, I’m not an expert in this like 
perhaps, Mr. Park.

Moderator: Closes the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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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porteur's Report

01
Seong-Yong Park: As we have finished the two-day program, which was very intense and 
comprehensive, let me briefly highlight the topics of the programs. There was a webinar on the 
topic of Life, Environment and ICH along the Silk Roads. and we had a strategic meeting 
comprised of three main topics, including case studies on the diverse ICH festivals across the 
Silk Roads, and operational issues of an ICH Silk Roads network, and finally the collaborative 
work and the benefit we can come up with through our activities for the ICH Silk Roads 
network. There were very important questions and topics with more than twenty experts as 
invited speakers to discuss these topics, so I would like to invite Alim Feyzullaev of IICAS. He 
was one of the rapporteurs of the working group meeting, so he is going to summarize our 
meeting.

Alim Feyzullaev: To summarize what we have discussed, I will present the rapporteur report. 
The Life, Environment, and ICH along the Silk Roads Webinar and the Silk Roads ICH 
Network Strategic Meeting have been arranged jointly by ICHCAP and IICAS to facilitate the 
exchange of information, knowledge, and experience related to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the ICH-related networking systems. The event was arranged as a combination of a webinar 
and a strategic meeting in three sessions in two days and attended by a number of experts 
and practitioners active in the field of ICH. The 2020 Silk Roads networking declaration was 
prepared as an outcome of the webinar and the online strategic meeting. Below is the summary 
of the principle observations made during the webinar and the three sessions of the strategic 
meeting. 

The system of ICH safeguarding is subject to continuous change where approaches and 
practices are evolving and so do the international documents, which regulate the various 
aspects of ICH. Considering the leading role of UNESCO as an international coordinator 
needs to be admitted that the role of networks has to be further strengthened. Communic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mechanisms were found to be the key to building effectively 
functioning ICH networks. All ICH domains need to remain in focus where special attention 
will be given to those representing the values and features of the Silk Roads. ICH is shared 
by countries and regions with no regard to religion, language, or cultural differences, and it is 
essentially a common achievement that should be jointly protected and promoted through a 
variety of tools of which networks are among the most advanced. 

Knowledge sharing, awareness raising, and capacity building are crucial elements to support 
the sustainability of ICH, creating a synergetic effect. All the means available have to be 
employed to ensure the wider access to information. Contributions by emerging professionals 
was identified to be another means of maintaining the sustainability and ensur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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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mission of ICH to future generations. The challenges for ICH preservation and promotion 
vary internationally and depend on the strength and contributions by key actors—namely local 
communities, individual experts, NGOs, authorities, and many more. ICH was found to be a 
tool for social integration, maintaining national identity and solidarity. 

Seong-Yong Park: Seong-Yong Park: Thank you for your brief and well-arranged report. 
We will distribute that report to the participants. As was mentioned in your report, we could 
come up with the recommendation to sum up the final outcomes of the meeting program and 
illustrate the way forward for the future. [Recommendation is in the Appendix]. Once again, 
with extending my sincere gratitude to all the participants and collaborators for this event, I 
would like to wrap up the conclusion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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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Recommendation 
The participants of the webinar on “Life, Environment, and ICH along the Silk Roads” and the 
online strategic meeting on “Silk Roads ICH Network” that were held on 18 and 19 November 
2020 thank ICHCAP, the KF Korea-Central Asia Cooperation Forum Secretariat, and IICAS 
for organizing this timely online meeting,

Expressing appreciation for the constructive collaboration of all twenty-two partner 
organizations, which created a good opportunity to exchange our experiences and expertise and 
to discuss the possibilities and modalities for establishing a Silk Roads ICH Network,

Bearing in mind the cycle of annual sub-regional ICH networking meetings, which were 
organized by ICHCAP in cooperation with UNESCO and Member States in Central Asia from 
2010 to 2019, 

Recognizing that the online meetings were organized to align with the objectives of the 
International Decade for Rapprochement of Cultures (2013-2022), the Silk Roads Online 
Platform of UNESCO and the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amining case studies throughout the Silk Roads region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revious and current situations as well as the status of networks along the Silk Roads, 

Taking note of the decision of the “Silk Roads of Dialogue” at the 206th session of the 
Executive Board of UNESCO (206EX/43, 2019) and resolution of the 37th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of UNESCO (37 C/Resolution 1.III, 2013), recognizing the Silk Roads as 
“a unique historical exampl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ialogue,”

Reviewing the diverse networking mechanisms available for a Silk Roads cooperative network, 

Moving forward with various approaches to activate ICH for sustainability and build a 
framework and atmosphere for a culture of peace along the Silk Roads,

We recommend:

To continue close networking and information exchange on ICH along the Silk Roads with 
the organizers—ICHCAP, the KF Korea-Central Asia Cooperation Forum Secretariat, and 
IICAS—in consultation with various partners in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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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trengthen particularly developing and sharing ICH contents for better compatibility with 
existing online platforms for ICH along the Silk Roads with local communities;

To support intersectoral collaboration and implementation of activities to promote intercultural 
dialogue through the Silk Roads ICH Network;

To mobilize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s in providing the safeguarding measures and holding 
ICH festivals with a focus on benefiting local communities and developing cultural tourism;

To elaborate flexible operational guidelines for membership and effective management of Silk 
Roads ICH network;

To organize, with the will and diligence among our cooperative partners, the official launching 
of the Silk Roads ICH Network to be scheduled fo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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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ing Program

Program for Webinar: Life, Environment, and ICH along the Silk 
Roads & Strategic Meeting on Silk Roads ICH Networking 

18 and 19 November 2020 / Time: 13: 00-17: 30 KST

Date Time Schedule

11.18

13:00 - 13:20

Messages from our collaborators
Congratulatory remarks:
•    Jae-suk Chung (Administrator,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   Seong-in Kim (Executive Director, KF Korea-Central Asia 

Cooperation Forum Secretariat)
Welcoming Remarks:
   • Dmitriy Voyakin (Director, IICAS)
Opening Remarks:
   • Gi-Hyung Keum (Director-General, ICHCAP)

Webinar: “Life, Environment, and ICH along the Silk Roads”

13:20 - 13:25 Moderator: Eun-Kyung Oh (Director, Institute of Eurasian Turkic 
Studies of the Dongduk University)

13:25 - 13:40 1.  The Need to Shift from Global to Local
Helena Norberg-Hodge (Director, Local Futures)

13:40 - 13:55
2.   On Cooperative Mechanism for the Silk Roads ICH toward 

Sustainable Development
Seong-Yong Park (Assistant Director-General, ICHCAP)

13:55 - 14:10 
3. Vitality and Sustainability of the Silk Roads ICH Festivals

Alisher Ikramov (Director,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ICAS)

14:10 - 14:30

4.   The Water-Performance Installation Project—Art Practice for 
the Coexistence of Humanity and Nature in the Silk Roads 
Region  
Dong-jo Yoo (Installation Artist)

14:30 - 14:50 Panel Discussion

14:50 - 15:00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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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Time Schedule

Online Strategic Meeting on Silk Roads ICH Networking
Session 1: Case Studies on the Vitalization of the Silk Roads ICH: ICH 

Festivals & Sustainable Development

15:00 - 15:05
Moderator: Seong-in Kim (Executive Director, Korea-Central 
Asia Cooperation Forum Secretariat & Executive Vice President 
of the Korea Foundation)

15:05 - 15:20

1.   Case of Tajikistan : Role of Festivals for ICH Safeguarding 
Within Local Communities  
Dilshod Rahimi (Deputy Director, Research Institute of 
Culture and Information of the Ministry of Culture of Republic 
of Tajikistan, Member of the Academic Council of IICAS)

15:20 - 15:35
2.   Case of Kyrgyzstan: Influences and Effects of ICH Festivals 

on Local Communities  
Sabira Soltongeldieva (Secretary-General, National 
Commission of the Kyrgyz Republic for UNESCO)

15:35 - 15:50

3.   Case of Kazakhstan: ICH Festivals’ Influence and Effects on 
Local Communities
Khanzada Yessenova (Former Chairperson, Nation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he National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for UNESCO and ISESCO)

15:50 - 16:05
4.   Andong International Mask Dance Festival: Realization of 

Folkloric Values and Transmission of ICH
Ju Ho Kim (Andong Mask Dance Festival Chief, ROK)

16:05 - 16:20
5.   Case of Turukmenistan : Future of ICH Safeguarding

Shohrat Jumayev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of Turkmenistan in the French Public)

16:20 - 16:40 Panel Discussion

16:40 - 16:50 Break

Working Group Meeting

16:50 - 17:30 Plenary discussion (Closed meeting)

Date Time Schedule

11.19 

Session 2: Cooperation and Solidarity for Operating the ICH Network along 
the Silk Roads

13:00 - 13:05 Moderator: Jan Hladik (Head, UNESCO Tashkent Office)

13:05 - 13:20
1.  On the Feasibility of the Silk Roads ICH Network

Sangcheol Kim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Central Asian 
Studies,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3:20 - 13:35 2. Operational Issues of the Network
Alim Feyzulayev (Leading Researcher, IICAS)

13:35 - 13:50 3.   Cultural Context of a CIOFF Festival
Philippe Beaussant (President, CIOFF)

13:50 - 14:05
4.   ICH Festivals in Specific Goal and Task

Kaloyan Nikolov (President, European Association of Folklore 
Festivals)

14:05 - 14:20

5.  Identifying Ways to Develop Intangible Heritage Festivals 
through Community Networks (Focusing on the Case of the 
Gijisi Tug-of-War Festival)
Daeyoung Ko (Curator, Gijisi juldarigi [Tug-of-War] Museum, 
Operated by the Dangin Local Government)

14:20 - 14:50 Panel Discussion

14:50 - 15:00 Break

Session 3: Collaborative Work and Benefits through Activities of the Silk 
Roads ICH Network

15:00 - 15:05
Moderator: Alisher Ikramov (Director for Development of 
Int'l Cooperation, IICAS) and Urazali Tashmatov (Professor, 
Uzbeistan State Institute of Arts and Culture)

15:05 - 15:20
1.   Scope and Definition of Collaborative Work through Activities 

of the Silk Roads ICH Network
Kwon Huh (Professor, Mongolia International University)

15:20 - 15:35
2. Cooperative Measures for Festivals in the Silk Roads Region 

Jahangir Selimkhanov (Head, International Relations 
Department of the Azerbaijan National Conservato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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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 - 15:50
3.   ichLinks: Information-Sharing Platform as a Key Base for 

Safeguarding and Us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Sangmook Park (Programme Specialist, ICHCAP)

15:50 - 16:05
4.  Case Study: Silk Roads Heritage Corridor - Afghanistan, 

Central Asia, and Iran
Krista Pikkat (Director, UNESCO Almaty Cluster Office)

16:05 - 16:20
5. UNESCO Silk Roads Online Platform

Mehrdad Shabahang (Programme Specialist, Social and 
Human Sciences Sector, UNESCO)

16:20 - 16:40 Panel Discussion

16:40 - 17:00 Break

Conclusion (Moderator: Seong-Yong Park, ADG, ICHCAP)

17:00 - 17:10 Rapporteur’s Report & Discussion (Representative Rapporteur)

17:10 - 17:20 Adoption of Recommendation (Representative of Working 
Group)

Closing

17:20 - 17:30
Closing Remarks:
Dmitriy Voyakin (Director, IICAS)
Gi-Hyung Keum (Director-General, ICH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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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graphic Sketches

Biographic Sketches

Opening Ceremony 

Jae-Suk Chung
Administrator,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Jae -Suk Chung currently serves as the administrator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Prior to this post, she was the 
Direc tor of the National Contemporary Dane Company. In 2012 
she was a cultural reporter on the art team of the editorial Bureau 
for Joong Ang Ilbo. Other positsions at Joong Ang Ilbo include 
senior culture report for the editoral bureau and adjunct editor for 
the cultural desk (Director Daewoo). Furthermore, she has been a 
reporter for numerous respected news organiz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since 1988.

Gi Hyung Keum
Director-General, ICHCAP

Gi Hyung Keum is the Director-General of ICHCAP, a UNESCO 
Category II center to safeguard and promot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He has had a life-long career government 
official mainly for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s DG 
of Tourism Policy Bureau, Public Relations Policy Bureau, etc. Served 
for the 2015 Summer Universiade Organizing Committee as a DG of 
Sports Bureau. He worked for UNESCO Bangkok as a culture and 
tourism specialist in Asia and the Pacific regions during 2005-2007. 
He stayed in Hanoi, Vietnam as Director of the Korean Cultural Center 
during 2009-2012. Published a series of books in both Korean and 
Vietnamese languages. Interest in finding practical solutions to abridge 
digital divides through knowledge sharing and happy to work with 
people having collaboration spirits beyond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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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itriy Voyakin
Director,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entral Asian Studies

Mr. Voyakin has been a research scientist since 1997. He became Head 
of the Department of Documentation and Archaeological Conservation 
at the Institute of Archaeology MES, Almaty, Kazakhstan, in 2005. 

After earning his MA in 1999 from the Al-Faraby Kazakh State 
University with honors, he continued his studies, getting his PhD in 
2010 from the Institute of Archaeology MES Republic of Kazakhstan. 

Other work includes being the General Director of the NGO 
“Archaeological Expertise,”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entral Asian Studies, and a Delegate to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from the Republic of Kazakhstan (2014-2017). 

Member of the National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for 
UNESCO and ISESCO (since 2018). 

Webinar Session / Moderator : Eunkyung Oh

Eunkyung Oh 
Director, Institute for Eurasian Turkic Studies, Dongduk Women’s 
University

Eunkyung Oh is a professor at Dongduk Women’s University,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Eurasian Turkic Studies, member of the Uzbek 
Academy of Sciences, honorary member of the Writers’ Union of 
Azerbaijan, Seoul City Diplomacy Advisory Committee, Seoul 
City Multicultural Expert Committee, Ministry of Justice Refugee 
Committee of Korea and ministerial adviser to the Korean President.

She earned a PhD in Turkish Literature and Comparative Literature 
from Hacettepe National University in Ankara, Turkey (1999). She 
got a degree of Doctor of Science and professorship in Uzbekistan, 
Tashkent, the Academy of Science (2014). 

Helena Norberg-Hodge
Founder and Director, Local Futures

Helena Norberg-Hodge is a pioneer of the new economy movement and 
recipient of the Alternative Nobel prize, the Arthur Morgan Award and 
the Goi Peace Prize for contributing to “the revitalization of cultural 
and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strengthening of local communities 
and economies worldwide.” She is the author of the inspirational 
classic Ancient Futures, and Local is Our Future (2019). Helena 
is the founder and Director of Local Futures and The International 
Alliance for Localisation, and a founding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Food and Agriculture, the International 
Forum on Globalization and the Global Ecovillage Network

Seong-Yong Park
Assistant Director-General, ICHCAP 

Dr. Seong-Yong Park is currently the Assistant Director-General at 
ICHCAP, a UNESCO Category 2 Centre in South Korea. He is also 
the Editor-in-Chief of the ICH Courier, a quarterly magazine in the 
ICH field. He earned his PhD in Heritage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and authored On Intangible Heritage Safeguarding 
Governance: An Asia-Pacific Context, published by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in 2013. 

To promote ICH in the region, he has been working to build networks 
and information structures to safeguard ICH by establishing and 
operating sub-regional networks in the Asia-Pacific region for more 
than a decade. He started sub-regional networking of the Asia-Pacific 
region from the Central Asian Meeting held in Tashkent in 2010 and 
traveled to many heritage cities across the Silk Roads. 

Furthermore, he has recently been exposed to various ICH festivals in 
Central Asia and facilitated bi-lateral and multi-lateral dialogue for an 
ICH-based collaborative mechanism along the Silk Roads.  

Based on the outcomes of his decade-long contributions in the ICH 
field, he is now working on generating a Silk Roads ICH network in 
cooperation with various stakeholders in the Silk Road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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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sher Ikramov
Director for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ICAS

Alisher Ikramov obtained an MA in Mathematics (1986) at the Tashkent 
State University (now National University of Uzbekistan). 

He has been PhD researcher in the field of theory of probability, 
mathematical statistics, and stochastic processes at the Steklov’s 
Mathematical Institute in Moscow (1986-1991) and the Institute of 
Cybernetics in Tashkent (1992-1993). From 1994 to 2019, he was 
appointed to the position of the Secretary-General of the National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for UNESCO.

Dongjo Yoo
Installation Artist

Dongjo Yoo graduated from Hamburg National Art College 
(Hochschule fuer Bildende Kuenste Hamburg). He had about ninety 
individual and group exhibitions in Korea, Germany, Japan, China, 
Denmark, Switzerland, Hungary, and other places. He held Water-
Performance and Installation Project 2004-2014 (W-PIP) on eleven 
lakes and a river in ten countries over eleven years. 

His main career highlights include jointly creating Preventive Art 
(Vorbeugenskunst in Deutsch), forming an art movement and research 
group (1994-2014), and co-creating an art movement in 1994 with Prof. 
Claus Boehmler at Hamburg Art College. He was also a representative 
of the Korean Institute of Preventive Art and Research Association 
(1994-2014).

His river project named RRR Project (River to River to River) was 
planed in 2008. "Water of River Nile" was one of them and carried out 
in Aswan of Egypt in 2009. RRR Project is to be held.  

Online Strategic Meeting on Silk Roads ICH Networking: Session 1 / Moderator: Seong-in Kim

Seong-in Kim
Executive Director, Korea-Central Asia Cooperation 
Forum Secretariat & Executive Vice President of the Korea 
Foundation

Seong-in Kim is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Korea-Central Asia 
Cooperation Forum Secretariat and the Executive Vice President 
of the Korea Foundation. Mr. Kim gained his Bachelor’s degree in 
Public Administration at Yonsei University, Korea. He also studied 
at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and earned his master’s degree in International 
Economics at Vanderbilt University, USA.

After passing the 27th Korean High Civil Service Examination, 
Mr. Kim devoted himself to serving the Korean public for more 
than 30 years in the fields of trade, industry, and foreign affairs. In 
1985, he started his career as civil servant a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since then he has served in various branches of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including the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Furthermore, he served 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 ESCAP) as Special 
Advisor to the Executive Secretary, contributing his extensive 
knowledge in various areas, including trade and Korea’s domestic 
and foreign affairs. His reputation for expertise in international 
affairs earned him the concurrent appointment as Executive Vice 
President of the Korea Foundation and Executive Director of the 
Korea-Central Asia Cooperation Forum Secretariat i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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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bira Soltongeldieva
Secretary-General, National Commission of the Kyrgyz  
Republic for UNESCO

She started her career at the National Commission of the Kyrgyz 
Republic for UNESCO in 2006. Currently, the Kyrgyz Republic is a 
member of the UNESCO Executive Board (2019-2023) and a member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2017-2021). Moreover, Ms. Sabira 
Soltongeldieva was a UNESCO facilitator from 2011 to 2017, including 
a project on “Strengthening National Capacities for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Central Asia” with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Norwe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wards: Honorable Diploma of the President of the Kyrgyz Republic 
(2020).

Dilshod Rahimi
Deputy Director, Research Institute of Culture and  
Information of the Ministry of Culture of Republic of Tajikistan,  
Member of the Academic Council of IICAS

Mr. Rahimi earned a PhD degree in the Department of Folklore of the 
Rudaki Institute of Language and Literature (Dushanbe, 2002) and an 
MA Degree in Philology from the Tajik National University (Dushanbe, 
1999).

He has been the Director Deputy of the Research Institute of Culture 
and Information of the Ministry of Culture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since September 2016. 

He is Deputy Editor-in-Chief of the scientific journal Payāmnāmai 
farhang (Herald of Culture) of the Ministry of Culture of Tajikistan, 
(since 2016-present). He has also been head of the group for updating 
the National Inventory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ince 2013). 

Khanzada Yessenova
Former Chairperson, Nation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he National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for UNESCO and ISESCO

Mrs. Yessenova attended the Russian Academy of National Economy 
and Public Service under the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the 
Republic of Kazakhstan, earning an MBA in 2018) and the Institute of 
Art Education and Culture of the Russian Academy of Education where 
she earned a PhD in 2015). Before these accomplishments, she attended 
the Pedagogical Institute of Culture named after Al-Farabi (Shymkent, 
Kazakhstan, 1995).

She has been in her current post since 2014. She had previously served 
as Head of the UNESCO Observatory on Intercultural and Creative 
Education in Central Asia (2009-2017); Vice-President, Kazakhstan 
National Federation of UNESCO Clubs (2009-2013); President, First 
Kazakhstan’s UNESCO Club (2005-2017).

Her professional experience includes Head of the Department of 
Culture and Archive of Shymkent City (since 2020), Head, Department 
of Culture and Archive of Almaty City (2018-2019), Principal of the 
School of Fine Arts and Technical Design after Abylkhan Kasteyev 
(2002-2017), and Deputy Director of the Republican Art College (2000-
2002).

Ju Ho Kim
Head of Festival Team, Andong Festival Tourism Foundation

Mr. Kim is in charge of the festival team at the Andong Festival 
and Tourism Foundation. He plans and directs the annual Andong 
International Mask Dance Festival, a representative festival in Korea, 
held in the autumn in HaHoe Village, Andong.

From 2002 until now, he has been working as a graduate of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69 Hahoe Byeolsinguttalnori and has 
also played a role in transmitting intangible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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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Hladik
Head, UNESCO Tashkent Office

Jan Hladík (Czech Republic) assumed duties as Head of the UNESCO 
Tashkent Office and the UNESCO representative to Uzbekistan in 
November 2019. Prior to this appointment, Jan served for more than 27 
years in UNESCO. 

Jan is an expert in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law, law of armed 
conflicts and international public law in general. 

Alim Feyzulayev
Leading Researcher,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entral Asian 
Studies

Alim Feyzulayev is an architect that specializes in conservation and 
heritage management. As a part of an international expert team was 
in charge of preparing a State of Conservation and Heritage Impact 
Assessment Report for the Mausoleum of Khoja Ahmed Yasawi, 
Kazakhstan (2019-2020). He was commissioned to perform a Heritage 
Impact Assessment for the project of a new market, “Shakhristan” in the 
Historic Center of Bukhara, Uzbekistan (2019). Has been contributing 
to the preparation of the Management Plan for the Historic Center 
of Bukhara (2015-2016). He holds a Master of Arts in Monumental 
Heritage degree from Anhalt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in Dessau, 
Germany and a Bachelor’s Degree in architecture from the Tashkent 
Institute for Architecture and Civil Engineering. He has also been a 
member of ICOMOS International since 2018.

Sangcheol Kim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Central A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angcheol Kim graduated fro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Korea. He earned a master’s degree in Eastern-European and Soviet 
Studies at the graduate school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nd a Ph.D. in International Studies (Russian and Central Asia) at the 
same university. 

Since 2007, he has been working as a lecturer on Central Asian Studies 
in the Department of Central A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dditionally, he has been conducting advice 
and consulting on Central Asia to the various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including ministerial and municipal organizations and 
private organizations and NGOs.

Daeyoung Ko
Curator, Gijisi juldarigi (Tug-of-War) Museum, Operated by the 
Dangjin Local Government. 

Daeyoung Ko majored in history a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nd obtained his master’s degree. Since 2010, he has been in charge of 
research, transmission, and festivals on tug-of-war while working at the 
Gijisi Tug-of-War Museum. In 2015, he participated in the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gistration project for tugging rituals and 
games. Also, since 2016, he has been active as a member of the Korean 
Traditional Tug-of-War Safeguarding Associatio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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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pe Breaussant
President, CIOFF

Mr. Philippe Breaussant has been serving as President of CIOFF since 
2014. CIOFF,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Organizations of Folklore 
Festivals and Folk Arts, is an NGO and official UNESCO partner, 
accredited by the PCI and UNESCO ICH committee. 

Mr. Breaussant has also been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CIOFF France since 2017. From 2017 to 2018, he was Chairman of the 
NGO-UNESCO Liaison Committee, which manages the links between 
UNESCO and the 400 NGO Official Partner Members of UNESCO).

He was the organizer of the Forum on Youth and its social impact in 
Saudi Arabia with UNESCO and the forum on immigration in Tunis.

From 2019 to 2020 he was Vice President of the NGO-UNESCO 
Liaison Committee responsible for Forums.

Kaloyan Nikolov
President, European Association of Folklore Festivals

Mr. Nikolov earned his master’s degree in Informatics Science at 
Veliko Tatnovo University, Bulgaria, and a doctoral from the Institute 
of Ethnologic and Folkloristic with Ethnographic Museum of Bulgaria 
Academy of Science.

He is President of the European Association of Folklore Festivals—
EAFF, an ICH partner of UNESCO, and a member of the Executive 
Board of Regional Centre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South-Eastern Europe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A member of the Steering Committee of ICH NGO FORUM and 
CEO of Television “EurofolkTV,” He is also Director of European 
Championship of Folklore “Euro Folk” and Director of World 
Championship of Folklore “World Folk.”

He has been the head organizer of more than 150 folklore festivals since 
1998.

Online Strategic Meeting on Silk Roads ICH Networking: Session 3 / Moderator: Urazali Tashmatov

Urazali Tashmatov
Professor, Uzbekistan State Institute of Arts and Culture

Urazali Tashmatov graduated from Tashkent State Institute of Culture 
in 1978 and became a professor of this institute in 2007. Since 1978 
Urazali Tashmatov has published more than fifty scientific articles 
in national newspapers and magazines. He is the author of fourteen 
textbooks, two collections, and one monograph on traditional culture 
(oral heritage and performing arts). 

While working in the Ministry of Culture (2002-2011) as Head of the 
National Center for Folklore Studies, he initiated several draft legal 
documents devoted to the inventory and ICH safeguarding, which 
were later adopted by the National Parliament and Cabinet of Ministers 
of Uzbekistan (such as the Law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amendments to the Law on Protection and Use of Cultural Heritage 
Objects,” “On State Program on Children’s Schools of Music and Art in 
2009-2014,” “On State Program for the Safeguarding, Promotion, and 
Use of ICH in 201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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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hangir Selimkhanov
Head, International Relations Department of the Azerbaijan  
National Conservatoire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ational Expert. Head of 
International Relations Department at the Azerbaijan National 
Conservatoire, Member of European Cultural Parliament, Judging Panel 
member of EMYA—European Museum of the Year Award (2011-2016). 

He has also been a lecturer, panelist, speaker, presenter at the 
conferences, symposia, festivals, and other cultural events in Azerbaijan 
and in dozens of cities abroad, from Abu Dhabi to Vancouver, and from 
Oslo to Bangkok. 

One of his current activities since 2018 is coordinating Nasimi Festival 
of Poetry, Arts, and Spirituality, a multidisciplinary international event 
held annually in Baku. For nearly three decades, he has regularly taught 
courses of various disciplines, from contemporary music to cultural 
policy to process of creativity

Kwon Huh
Professor, Mongolia International University

Having studied history at Yonsei University, Prof. Huh participated 
in and worked for many public and private cultural activities as a 
planner, promoter, and specialist. He worked for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for thirty years and subsequently became 
an invited professor of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Now since 2019, he contributes to educating the young 
generation of Mongolia International University in Ulaanbaatar. He also 
gave lectures on history, cultural administration, cultural heritage, and 
cultural cooperation at several universities in Korea.  

He was a key founder of ICOMOS Korea and elected as a vice-chair for 
four years. Also, he was Secretary-General of the Organization of World 
Heritage Cities Asia and the Pacific Secretariat from 2014 to 2015. He 
helped site managers to perform their essential roles in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He was appointed as the second Director-General 
of ICHCAP, serving from 2015 to2018.

Shohrat Jumayev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of Turkmenistan  
in the French Public

Shohrat Jumayev has served as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in several countries over the years. From 2018 to 
present, he has served in France, from 2010 to 2018 in Romania, and 
from 2008 to 2010 in Armenia. Prior to his ambassadorship in Armenia, 
he was First Secretary of the Embassy of Turkmenistan in the Republic 
of Armenia from 2007 to 2008. 

From 2002 to 2007, Mr. Jumayev was Attache, Third Secretary of the 
Department of European Countries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urkmenistan. From 2000 to 2001, he served as the Attache of the 
Embassy of Turkmenistan in the Republic of Moldova.

Krista Pikkat
Director, UNESCO Almaty Cluster Office

Ms. Krista Pikkat holds a Master’s Degree in th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from Tartu University (Estonia) and a Master’s Degree in 
Development Management from The Open University (UK). Having 
joined UNESCO through the Young Professionals Programme in 
1997, Ms. Pikkat worked for the Programme for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Development (PROCEED), Sector for External Relations, 
Office for the Director-General and the Bureau of Strategic Planning at 
UNESCO Headquarters (Paris). 

From 2013 to 2017, she was the Head of the UNESCO Tashkent Office 
and UNESCO Representative to Uzbekistan. Since April 2017, Ms. 
Pikkat has been the UNESCO Almaty Office Director and UNESCO 
Representative in Kazakhstan, Kyrgyzstan, and Tajik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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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mook Park
Programme Specialist, ICHCAP

Mr. Sangmook Park pursued his academic goals and interests in cultural 
heritage and tourism resources management. He joined ICHCAP 
as a programme specialist in early 2016 and initiated programs and 
activities directed towards safeguarding ICH and building networks in 
the Asia-Pacific region, including those for building ICH elements and 
stakeholder databases. He has engaged in the ichLinks project from its 
inception and contributed to drafting project outlines and designing its 
system structure

Mehrdad Shabahang 
Programme Specialist, SHS UNESCO

Mehrdad Shabahang is a programme specialist for the Silk Roads 
programme within the “Research, Policy and Foresight” section of 
UNESCO's Social and Human Sciences sector. Since joining UNESCO 
in 2007. Now responsible for the Silk Roads Programme, he is in charge 
of the conceptual and operational management of the programme and 
its different sub-initiatives. 

Prior to joining UNESCO, he worked for the magazine Report of 
Dialogue at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Dialogue among Civilizations 
in Iran (2002-2004). Mehrdad Shabahang holds a PhD in the History of 
Regions and Religious Anthropology.

Working Group Members of the Strategic Meeting

Mr. Sang-bae Park
Deputy Director-General, Korea-Central Asia Cooperation Forum 
Secretariat, Korea Foundation

Park Sang-bae is the Deputy Director-General of the Korea-Central 
Asia Cooperation Forum Secretariat, Korea Foundation. He gained his 
Bachelor’s degree in Sociology at Yonsei University, Korea.

Since joining the Korea Foundation in 1992, he devoted himself to 
spearheading the public diplomacy eff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He 
gained expertise in public diplomacy while working at the Foundation’s 
International Cooperation Department, Invitation & Dispatch 
Department, Planning Bureau. For the past decade, Mr. Park served 
as the Director of Invitation & Dispatch Dept., Director of Research 
& Scholarship Dept., Head of Planning & Research Team, Director-
General of the Management Innovation Bureau, and Director-General 
of the Auditor-General Office. He also served multiple times as the 
Director of the Foundation’s overseas offices: Ho-chi-min City Office 
from 2005 to 2008; Moscow Office from 2019 to 2020.

Michael Peterson
Program Specialist, ICHCAP

Michael Peterson has an MA in technical communications with a 
specialization in visual communications. In addition, he has BAs in 
economics and literature. For the past ten years, he has used his education 
and talents to bolster many ICHCAP publications. He is currently a 
Programme Specialist and Editor for the Centre. He is extensively 
published in the ICH field and in the language-learning field and has 
earned a series of awards. At ICHCAP, one of his accomplishments was 
to redesign and republish the ICH Courier, changing it from a newsletter 
into a well-respected journal on ICH to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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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공동의 문화적 자산인 무형문화유산은 다양한 문화 표현과 전통 지식으로 활용되고 전승되어

서 인류의 문화발전과 함께 해 온 살아있는 유산이이다. 문화적 다양성의 원동력이자 지속가능한 발

전의 보장수단으로 여겨지는 무형문화유산이 보호되고 미래세대에게 전승되기 위해서 네트워크 구

축과 이를 통한 정보공유 활성화가 중요하다.

이의 일환으로, 고대로 부터 동서양의 무역로이자 다양한 문화의 소통과 융합의 통로였던 실크로

드 지역에서의 무형문화유산을 조명하고 국제협력을 도모하고자 2020년 11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한-중앙아협력포럼 사무국(KF), 국제중앙아시아학연구소(IICAS)가 공

동으로 <실크로드 무형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본 도서는 웨비나와 온라인 전략회의 형식으로 진행된 상기 국제회의의 발제문과 토론내용을 담고 

있는데, 제 1장에는 실크로드의 삶, 환경, 무형유산이라는 주제의 웨비나 발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아울러, 제 2장에는 무형문화유산 축제의 다양성에 관한 풍부한 사례가 실렸고, 제 3장과 4장에는 네

트워크 구축방안,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협력 사업에 대한 발표내용이 각각 실려 있다. 아울

러, 각 발표문의 요약문과 주제별 토론 내용과 함께 2021년도의 실크로드 무형유산 네트워크의 창설

을 희망하는 권고안도 수록되었다.

이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원고를 집필하여 주신 여러 전문가 및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하

며, 회의 개최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신 문화재청과 협력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https://webinar.unesco-ichcap.org/portfolio-items/2020-silk-roads-ich-networking-

program/?lang=ko

금기형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김성인 KF 한-중앙아 협력포럼 사무국 사무국장

드미트리 보야킨 국제중앙아시아학연구소 소장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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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 환경, 그리고 무형유산으로 살펴본 실크로드

01
실크로드의 인간, 환경, 그리고 문화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요약문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는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함께 글로벌 금융과 시장 등의 유입으

로 지역 공동체가 약화되는 위험성을 강조한다. 지역 공동체의 전통과 안정성이 사라지면서 글로벌 

시장이 이를 대체하고 공동체의 가치는 저하된다. 호지는 향후 공동체의 경제적 번영이 지역 공동체 

간 교역을 통한 지역화에 달려있다고 확신한다. 이러한 소규모 운동에 지역 차원이 아니라 전 세계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부유한 지배집단은 포함되지 않는다.

서문

필자는 국제세계화포럼(International Forum on Globalisation)의 공동 창립과 함께, 세계 경제가 

전 세계의 문화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왔다. 이를 통해 발견한 점은 세계 경제의 확장이 

전 세계적으로 사회·생태학적으로 단일한 문화의 도입과 함께 진행되어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세

계적 단일문화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다원화된 생태계와 인류 문화에 대한 필요성과 배치

되며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지구적 위기를 초래하거나 악화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 

GDP 성장이 번영의 열쇠라는 믿음에 사로잡혀 모든 정책 입안자들은 정치적 견해나 진영에 상관

없이 세계화를 촉진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대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경제적 지원을 투입해왔다. 대

량 생산과 세계 무역에 필요한 막대한 인프라 구축에 풍족한 보조금이 투입되는 동안 다국적 기업과 

금융 기관은 조세와 규제의 속박을 받지 않고 자유를 누렸다. 

이는 구조적으로 소규모 경작 농민과 중소기업이 설 자리를 잃고 각국의 지역 공동체 조직이 약화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제 사람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자신들의 생존을 멀리 있는 기업과 이름 

모를 관료들에게 깊이 의지하게 되었다. 또한 자연계에 대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단일재배에 대한 소

비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현재 우리가 처한 심각한 생태 위기가 더욱 극심해졌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오늘날 환경, 경제, 사회 및 정치 분야에서 나타난 많은 위기에 직면해, 세계화

된 경제의 궤적을 이끌어온 근본 원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 세계화는 진정한 

의미의 발전을 가져왔는가, 소비주의는 진정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가와 같은 의문들이다. 특히 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사태는 세계 경제에 내재한 본질적인 취약성을 드러냈으며, 이제 주류 언론과 국

가 정부들도 세계 무역에 의존하는 국가 정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세계화가 발전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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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 동력이 아니라 경제적 선택의 하나이며, 그것도 근시안적인 선택이라는 인식이 마침내 퍼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위기의 시대에 생명선이 되어주며 일상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공동체와 지역에 대

한 연결성을 강화하는 데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세계 경제의 시류에 거슬러 공

동체 내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소규모의 지역 경제 관계를 재구축하

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공동체 텃밭에서부터 생산자 직거래 장터까지, 대안적인 학습 공간에

서부터 지역 사업체 연합과 조합까지, 더 건전하고 건강하며 더 아름다운 미래를 지향하는 소규모 운

동이 지역 내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이 구조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역화 과정을 통해 지역 기반 프로

젝트들이 더 강화되고 다변화될 수 있도록 정책 입안자들이 이러한 운동을 찾아 지원해줄 필요가 있

다. 간단히 말해, 특히 생활 필수적인 분야에서 생산과 소비 사이의 거리를 좁힐 수 있도록 조세, 재정 

지원, 규정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세계에서 지역으로 경제적 전환을 꾀하는 것이 가져올 수 있는 지대한 이익에 대해 상

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변화를 현실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도 상술하

고자 한다.

세계화의	이해

지역화가 향후 전략적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화가 그 근본적 대

안이 될 세계화에 대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세계화는 본질적으로 500년 전에 시작된 정복과 식민 지배의 연속선상에 있다. 정복과 식민 지배의 

과정은 현지 경제와 문화의 파괴에 의존한다. 오늘날의 기업 규제 완화는 다국적 기업과 금융 기관이 

더 값싼 노동력과 자원, 낮은 세금, 허술한 환경 및 사회 보호 조치를 좇아 국가 간 경제를 넘나드는 자

유를 누리도록 하는 장치이다. 이런 점은 정복과 식민주의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소수의 부

와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은 같으며 지역 경제와 문화에 끼치는 영향 면에서도 같다. 

왜 정부들은 이런 과정을 묵과할까? 경제 개발과 빈곤 분야의 권위자인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

(Jeffrey Sachs)는 그러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본의 국가 간 

이동이 가능해지면 각국은 자본 경쟁을 시작한다. 타국보다 높은 이윤을 앞다투어 제시하는 경쟁은 

예를 들어 법인세 감면, 규제 완화, 오염 물질 배출 기준 완화, 표준 노동 규정 비적용 등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 이뤄진다. 계속되는 경쟁 속에서 정부는 다른 정부보다 한발 앞서기 위해 조세와 규제를 

앞다투어 하향 조정하는 이른바 ‘바닥 치기 경쟁(race to the bottom)’을 벌이고 이에 따라 자본의 

이득은 더 높아진다. 결국 경쟁에 참여한 모든 국가는 경제 운영에 필요한 세수와 규제를 잃게 되므

로 결국 경쟁국 모두 손실을 보는 결과가 초래된다.’1 

글로벌 기업에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과 세금 우대 혜택은 매우 커질 수 있다.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아마존이 북미 전역에 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자 230여 

개 주와 시 정부가 유치 경쟁에 나섰다. 뉴저지(70억 달러 감세 혜택), 메릴랜드주의 몽고메리 카운티

(65달러 감세 혜택에 인프라 개선을 위해 20억 달러 투자), 애틀랜타(아마존 임원 전용 공항 라운지

를 포함한 20억 달러 인센티브 제공) 등도 포함되었다. 낙찰은 뉴욕시, 알링턴, 버지니아에게로 돌아

갔는데 이들은 아마존에 50억 달러에 이르는 세금 감면 혜택을 약속했다(나중에 뉴욕 시는 후보에서 

자진해서 물러났다). <뉴욕타임스>에 실린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주·지방 정부는 대규모의 비지역 사

업을 유치하기 위해 매년 세금 혜택, 공유지 무상 제공, 인프라 지원, 저금리 융자 및 기타 보조금 지

원 등으로 800억 달러를 제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보조금 지원책은 ‘중소기업의 이익을 훼

손하고 거의 대기업만의 혜택을 위해 독점적으로 (높은 보수를 챙기는 로비스트의 보조로)’ 시행되고 

있다.2

특정 기업에 유리한 입찰 경쟁은 글로벌 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예는 아래와 같다.

- 세계 운송 비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화석연료 보조금 

- 세계 무역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세의 허점

- 원거리 거래 목적의 거대한 인프라 구축에 투입되는 공적 재원

- 화학물질 의존적인 대규모 단일재배 농업에 대한 보조금

1   제프리 삭스,『문명의 대가: 위기의 미국이 택해야 할 경제와 윤리The Price of Civilization: Economics and Ethics After the Fall』
((Toronto: Random House Canada, 2011), 94.

2   뉴욕타임스 편집국(New York Times Editorial Board) ‘바닥 치기 경쟁(Race to the Bottom)’, New York Times, 2015년 12월. 루이즈 스
토리(Louise Story), ‘기업이 세금 거래를 원함에 따라 정부는 큰 대가를 치른다(As Companies Seek Tax Deals, Governments Pay High 
Price).’ New York Times, 2012년 1월, 필립 마테라(Philip Mattera), ‘기업 보조 1%: 보조금 추적기 2.0, 주와 지방 개발 인센티브에 대한 
대기업 잠식 사실 드러내(Subsidizing the Corporate One Percent: Subsidy Tracker 2.0 Reveals Big-Business Dominance of State 
and Local Development Incentives)’ Good Jobs First, 201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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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집중적, 기술 중심 시스템의 확대에 고도로 특화된 지식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 보조금 등을 위시한 다수의 보조금 형식.

그와 동시에 규정은 대기업을 위해, 그리고 대기업에 의해 끊임없이 정립, 재정립되는 반면 중소기

업과 지역 사업체들은 어느 때보다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와 관료주의에 시달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상 제품에 필요한 부품들이 수천 마일 떨어진 수많은 국가의 공장이나 하도급업체에

서 생산된다. 심지어 일상적인 먹거리도 지구상의 복잡한 경로를 거쳐 우리 식탁에 오른다. 대부분 

국가는 똑같은 먹거리를 동시에 수입하고 수출하는 이른바 '불필요한 교역(redundant trade)’을 하

고 있다. 미국은 보통 1년에 수백만 톤에 달하는 소고기, 감자 및 기타 식품을 수출하는 동시에 거의 

동일한 양의 똑같은 식품을 수입한다.3 이처럼 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면서 동시에 수출하는 패턴은 많

은 나라에서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문자 그대로 똑같은 제품이 동시에 수출되고 수

입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에서 잡힌 대구가 중국으로 수출되어 

그곳에서 필레 살로 만들어진 후 다시 노르웨이로 수입되어 판매된다.‘

종합해보면 규제 완화는 국제 교역을 양적으로 폭발시켜 2017년의 교역량은 1950년과 비교해 28

배 이상 치솟았다.4 이러한 증가세는 다국적 기업과 금융 기관에 엄청난 수익 증대를 가져왔으나 심

각할 정도로 많은 자원 낭비와 오염 물질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전 세계적인 단일재배 생산품

의 범람과 같은 현상을 낳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일자리가 많은 소규모 기업에 경쟁 우위를 점함으로써 전 세계

적으로 실업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30년간 세계 경제는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춘, 보조금으로 

생산된 식품 등을 세계 시장에 쏟아냄으로써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등지의 개발도상국들(Global 

South)이 유지해온 토지 기반 생계가 훼손되었다. 이로 인해 수억 명의 인구가 고향을 떠나 도시로 

이주해 공장과 열악한 노동환경의 작업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

북방 선진국(Global North)과 개발도상국의 분할을 따라 노동자끼리의 일자리 경쟁도 치열해져 북

방 선진국 제조업 분야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에 더해 효율적인 자율화가 가능한 대

3   ‘축산물과 육류 국제 교역 데이터(Livestock and Meat International Trade Data)’ 미국농업경제연구서비스(US Department of 
Agriculture Economic Research Service, USDA ERS), 2018년 9월(2018년 10월 5일 확인), ‘상품별 데이터-수입과 수출, 상품:감자.’ 
USDA ERS, 2018년 12월 18일(2018년 12월 22일 확인), 최신 데이터 확인은 FAOSTAT (유엔식량농업기구[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와 ‘미국농업무역데이터 업데이트’ USDA ERS 최신 업데이트 참조.

4   로버트 사무엘슨(Robert Samuelson), ‘새로운 세계화(The new globalization)’, Washington Post, 2013년 10월 16일. 최신 통계를 
확인하려면 수전 룬드(Susan Lund), ’금융 세계화의 새로운 역학(The new dynamics of financial globalization)‘ McKinsey Global 
Institute, 2017년 8월 참조. 

규모 중앙집중적 시스템의 적용 범위는 계속해서 확대되어왔다. 이는 일자리 감소를 가속하고 더 소

수의 더 부유한 억만장자 집단에 이윤이 흘러가는 결과를 낳아, 빈부 격차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벌

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불안정성을 크게 심화시켰다. 공동체와 자연에서, 의미 있

는 직업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우울과 불안, 중독, 자살 등의 증세를 보인다. 이러한 고통은 글로벌 미

디어와 광고가 지속해서 쏟아내는 화려한 이미지와 지금 모습은 충분치 않다는 메시지를 통해 사람

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더욱 심화된다. 글로벌 소비문화 속에서 개인은 어떤 상품과 삶의 방

식을 확보해야만 ’성공’한 것이라는 압박에 끊임없이 시달린다. 

이러한 압박은 내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겉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심리적·경제적 불안감이 편

협함, 분열, 외국인 혐오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세계 경제 시스템에 내재한 경쟁적 

성격은 성별, 인종, 민족 및 정치 성향에 대한 사회 갈등을 촉발했고 다양한 형태의 근본주의와 폭력

을 초래했다.

따라서 이미 진행 중인 다양한 지역화 운동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전환에 대해 살펴보기 이전

에 무엇보다 가장 절실한 한 가지 정책 전환, 즉 교역과 금융 규제 완화를 역전시키는 것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지역화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요구는 교역 조약이 다국적 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인간과 지구의 안녕

을 가장 우위에 두고 재협상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공룡 기업들이 민주적 절차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

서는 국가 정부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힘을 되찾아올 수 있는 조약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기업들

이 현지에 기반을 두거나 지역화하여 그들이 미치는 영향에 더욱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역화의	개요

지역화는 공동체, 지역, 국가들이 그들의 영역 내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더 많은 권한을 갖게 하

는 경제적인 탈중앙집권화 과정을 가리킨다. 이는 가능한 곳에서는 어디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거

리를 좁히고 지역과 세계 시장 간의 건전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화는 추운 지

역 주민들이 오렌지나 아보카도를 못 먹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밀, 쌀, 우유 등 꼭 필요한 

기본 먹거리가 반경 50마일 이내에서 생산될 수 있다면 굳이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들여오지 말자

는 것을 의미한다. 일체의 원거리 교역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로 향해가는 단계로 불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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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을 줄이는 한편 공동체와 국가 차원에서 경제를 강화하고 다원화하는 것이다. 다원화의 정도와 

생산되는 상품, 교역량은 당연히 지역마다 다를 것이다. 

만일 지역화를 예정된 종착지에 하루아침에 도달하는 변화로 여긴다면 달성하기 불가능한 목표로 

보일 수 있다. 식품, 의류, 에너지와 수자원 및 기타 생필품을 인구 밀도가 높은 거대 도시들로 운반하

는 공급 체인은 말할 수 없이 복잡하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어떻게 지역화할 수 있을까. 하지만 기억

해야 할 중요한 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글로벌 기업과 금융 기관들은 자유무역협약 조인과 같은 정책

을 밀어붙여 지역과 지방의 자립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화는 간단히 말해 변화의 방향을 세

계가 아니라 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화는 개인과 공동체, 공동체와 거주 지역 생태계 간의 관계망을 재구축하는 것이며, 지역의 상

호의존적인 구조를 재구축하는 것이다. 상술한 바 있는 세계화의 다양한 문제를 복구하고 생태적, 인

도주의적, 사회적·경제적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더 지

역화된 경제에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1. 장기적인 세대 간 관계와 뿌리 깊은 공동체를 지원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의 토대를 마련해준다. 

2.   화석연료 기반의 자동화된 대량 생산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의 노동에 기반을 둠으로써 더 안정

적이고 현지에 기초하며 의미 있는 일자리를 창출한다.

3.   국경을 넘나드는 다국적 기업들로 부가 흘러가지 않고 공동체 내에 보유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증대시키고 더 많은 경제적 번영을 가져온다.5

4. 경제적·정치적 민주주의의 회복을 촉진한다. 

5.   수출을 위한 표준화된 대량 생산품이 아닌 지역의 수요를 위한 다양한 식품을 생산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두게 된다. 

맨 마지막 항목은 매우 중요하다. 이른바 ’3대 F’, 즉 농업(farming), 어업(fishing), 임업(forestry)

의 분야에서 지역 내 다각화의 저변 확대를 촉진하는 시장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기후 변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단일재배에 기반을 둔 글로벌 푸드 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6

5   예를 들어 지역 서점에서 1달러를 사용하면 대형 체인 서점에서 같은 금액을 사용했을 때보다 1달러당 3배의 일자리와 3배의 세수가 지역 정
부로 돌아간다.

6   개간 작업부터 음식물 쓰레기 발생, 살충제 제조부터 플라스틱 포장과 원거리 교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글로벌 푸드 시스템은 온
실가스 배출의 거의 50%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더해 지역화는 실제로 기후 시스템 파괴를 되돌릴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수출 목적의 

단일재배는 물, 에너지, 화학 비료와 살충제 등의 대량 투입에 의존하는 반면 다각화된 지역 농장은 

생태계의 요구에 민감하다. 영양분과 유기 물질을 순환시키며 토양에 물을 되돌려줌으로써 탄소를 

토양 속에 가두고 생태계 작용을 복원하며 생물 다양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당연히 지역화된 식품 경

제는 세계 무역처럼 에너지 집약적인 냉동 과정이나 플라스틱 포장 및 운송으로 인한 대기 가스 배출

이 유발되지 않는다. 

더욱이 다각화된 농업은 에너지 집약적인 기계와 화학물질 투입 대신 토지에서의 인간의 노동력을 

더 필요로 하므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농민들이 지역 생태적이며 문화적인 필요

성과 계절별 다양성, 지역 식품 경제에 맞춘 다양한 식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 지역 식량 확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고 생물권의 복원에 적극적으로 기

여할 수 있다. 

인간 중심 규모의 경제를 강화하면 의사 결정 과정 자체도 변화하기 마련이다. 우리가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의 시스템을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관점을 심층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관

계망 속에 뿌리내릴 수 있다. 공동체와 지역 생태계에 우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지면 

경험적 인식이 생겨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되고 주변을 둘러싼 생명체의 복잡성에 대

해 좀 더 겸허한 태도를 갖게 된다.

대규모 글로벌 산업에 대한 구조적인 지원이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기반의 

운동은 생겨났고 이것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고무적인 예이다. 그러

나 기업의 지배를 지지하는 규제 완화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지역 운동의 지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헌신을 기울이든 지역 운동이 현 세계 경제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제어할 수 있을 만큼 폭넓게 

퍼지거나 깊이 뿌리내리지는 못할 것이다. 

아래 연구 내용은 이러한 지역 운동 지지자들을 돕기 위해 공동체와 지역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방

안과 정책적 방안의 일부를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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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금융

공동체 은행과 신용 조합을 통해 먼 거리에 있는 기업 대신 이웃과 공동체에 투자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은행들이 보통 대기업에만 제공하는 저리의 창업 대출을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

하다.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이른바 ‘점거 운동(Occupy Movement)’이 대형 은행의 불공정 

관행에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때, 지역 운동은 시민들에게 계좌의 돈을 소규모 공동체 금융 기

관으로 옮기도록 독려했다. 두 달도 채 안 되어 44만 명 이상이 미국 월스트리트 은행에서 계좌를 옮

겼고, 그로 인해 거의 50억 달러에 이르는 자금이 인출됐다.

지역 투자도 증가 추세에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의 ‘슬로머니(Slow Money)’ 지부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6600만 달러의 자금을 소규모 농장과 식품 사업체로 돌렸다. 이들 단체는 

지방 증권거래소, 소액 및 협동 투자기금, 지역 투자 연금기금 등을 포함해 기존에 대형 은행이 지배

하던 금융 기구들을 지역화하는 다른 운동도 탐색 중이다. 

다수의 정책 전환을 통해 금융 지역화 방안을 지원할 수 있다. 은행과 금융 시스템의 규제를 재도입

하여 규제를 벗어난 자본의 흐름을 줄일 수 있다. 동시에 지역 투자 분야에서 은퇴 자금이나 주식 거

래를 통해 공동체에 투자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시대에 뒤떨어진 법안 적용을 벗어나도록 할 필요

가 있다. 대출 관행에서의 변화도 요구된다. 

정부 정책이 공동체 은행과 신용 조합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해준다면 더 많은 수의, 더 다양한 지

역 사업이 번창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소규모 지역 금융 기관이 은행 자산의 불과 

11% 정도만 보유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소규모 기업의 대출 3분의 1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지역	사업체

지역 사업체 연합은 중소기업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상호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구축하

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북미에서는 ‘커먼퓨처(Common Future)’(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연

합[Business Alliance for Local Living Economies, BALLE])에 약 3만 개의 독립 사업체를 대표하는 

80개 이상의 네트워크가 소속되어 있다. 이들은 콘퍼런스 개최, 소규모 기업의 성공적인 창업 및 운

영 지도와 아이디어 공유 등의 역할을 한다. 

상술한 ‘자유 무역’ 맹신에 대한 재고 외에도 소규모 지역 사업체를 번창하게 할 또 다른 정책 전환

도 생각해볼 수 있다. 현 상태로는 거의 모든 국가의 세제 규정이 구조적으로 중소기업을 차별하고 

있다. 소량 생산은 보통 노동집약적이며 소득세, 사회복지세, 급여세 등을 통해 높은 세금의 징수 대

상이 된다. 반면 대기업 생산자가 사용하는 자본 및 에너지 집약적인 기술에는 세금 감면 혜택(가속 

감가상각, 투자 수당, 세금 공제 등)이 제공된다. 조세 제도에서 이러한 편향성을 되돌린다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이롭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돕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생산에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한 과세는 로봇 및 기타 에너지 집약적인 기술에 대한 투

자를 억제하고, 첨단 기술의 사회적·환경적 비용을 포함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인간 노동 비용을 기

계 비용에 더 가까워지게 할 수 있다. 특히 화석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면 운송이 감소하고 지역 소비

를 위한 지역 생산이 증가하며 경제의 건전한 다각화를 꾀할 수 있다. 

인프라 지출은 정책 전환이 요구되는 또 다른 영역이다. 정부 기금으로 건설되는 고속도로는 간접

적으로 기업의 대형상점, 대형 마트 및 쇼핑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셈이다. 그런 비용 일부를 한때 

모든 유럽 도시와 마을에서 볼 수 있었던 공영 시장 공간을 마련하고 개선하는 데 사용한다면, 자본

이 부족한 지역 상인과 수공예가들이 상품의 판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또한 자동차 사

용, 화석연료 연소와 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마을 센터를 활성화하는 결과도 가져올 것이다.

지역	에너지	

분산된 에너지 생산자와 사용자를 상호 연결해주는 네트워크인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도 점

점 보편화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포함해 모든 형태의 에너지에는 분산형 발전소가 바람직하다. 발전원과 최종 사용처 

간의 거리가 가까워, 원거리 송전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원거리 송전 네트워크

는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자원을 소비하며 토지를 차지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분산형 전력원은 

지역 경제에서 새나가는 돈을 막을 수 있어 정치적 권력의 분권화도 촉진할 수 있다. 

인구 대다수가 여전히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등지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석

탄과 원자력부터 거대 수력발전 댐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발전소가 도시 지역 및 수출 지향적 생산의 

요구에 맞춰져 있어 도시화와 세계화를 촉진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발전소 대신 분산형 재생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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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면 마을, 소도시 및 농촌 경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되어 유익하지 못한 도시

화를 막는 데 일조할 것이다.

로컬	푸드와	농업

지난 10여 년간 로컬 푸드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지역화 노력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자리 

잡았다. 지역사회지원농업(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이하 CSA) 프로그램은 농업 종사자

들에게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제공하고 계절별 비용에 대한 선불금을 제공함으로써 소

규모의 다각화된 농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소비자와 그들이 먹을 식재료를 재배하는 생

산자를 연결해주고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미국에서는 1986년 2개에 불과하던 CSA 프

로그램이 2015년에는 7300개로 증가했다. 

생산자 직거래 장터 역시 유사한 성장세를 보였다. 미국에서는 1994년에는 1755개였던 것이 

2018년에는 8600개로 증가했다. 영국에서는 그 숫자가 1996년과 비교해 2014년에는 800개 증가

했다. 상술한 것처럼 로컬 푸드 운동은 토지 사용을 다양화해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물 다양성을 촉진

하며 빗물을 저장하는 효과가 있다. 수많은 연구 역시 소규모의 로컬 푸드 생산이 에이커당 생산량을 

여러 배 높인다는 결과를 내놓았으며 어떤 연구는 20배까지 증가한다고 밝힌 것도 있다.7

북방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많은 청년들이 귀농해 수십 년간 지속해온 농촌 이탈추세를 

바꿔놓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들 대부분은 더 건강한 식품과 생태계 친화적인 생산방식에 관심

을 두고 있다. 하지만 개발자와 대형 농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가운데 이들이 겪는 가장 큰 고충은 저

렴한 경작지를 확보하는 일이다. 미국의 농민신탁(Agrarian Trust)은 정보와 자원, 토지 및 구인 정

보, 귀농 청년층을 위한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함으로써 농지 확보 문제와 기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농지를 사들여 청년 유기농 경작 농부들에게 임대함으로써 농업 경제에 대한 진입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긍정적인 추세지만 정부의 지원을 통해 더 널리 확산시킬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 국가에서 직

접적인 농업 보조금은 대규모 산업체인 농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농업 연구 기금도 생명 

공학과 화학적이며 에너지 집약적인 단일재배를 위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한 추산치에 따르면 매

7 https://www.monbiot.com/2008/06/10/small-is-bountiful/ 

년 전 세계적으로 490억 달러가 식품과 농업 연구에 사용되는데 그 중 ‘유기농 표준에 특화되거나 부

합되는 지식, 기술 및 도구’에 사용되는 금액은 1%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균형적

인 비용 투입을 소규모의 다각화된 농업을 장려하는 쪽으로 전환한다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

서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생물다양성과 더 건강한 토양, 식량 안보, 균형 있고 다양한 식단과 

신선한 식품 생산을 촉진할 수 있다. 

공동체 미디어, 장소 기반 교육과 보건 의료 등의 분야에서도 유사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단계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화 운동의 수와 범위의 매우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

세계에서	지역으로의	전환

지금은 세계화에서 지역화로의 시급한 경제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해야 할 때이

다. 위에서 언급한 유형의 정책적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 지역화에 대한 요구를 높이고 자금

력으로 무장한 기업 로비의 목소리를 약화시키기 위한 대규모 운동을 구축해야 한다.

일단 많은 나라에서 지역화가 국가적 차원의 정책 논의에서 동시에 다루어지게 된다면 국가 집단

이 세계 경제 체제에서 ‘탈피’하는 데 협력하여, 다국적 기업에 규제를 가하고 국가, 지역, 지방의 산

업을 강화하는 데 서로 지원할 가능성이 생길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국제적 협력은 세계에서 지역으

로의 시스템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토대가 될 수 있다.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지역 기반의 국제적 협력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대체로 주류 언론과 국가 정치의 외곽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로컬퓨처스(Local Futures)’뿐만 아니

라 2억 명에 이르는 전 세계 소규모 경작 농민들을 대표하는 국제농민연대체 ‘비아캄페시나(La Via 

Campesina)’의 국제적 활동에서 기업 중심의 세계화에 저항하기 위해 연대하고 지역의 식량 주권을 

지원하는 모습을 그 증거로 찾아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람들은 제국 식민지 시대 이래 세계 경제와 서구 소비문화의 확장을 정당화

하는 데 사용되어온 ‘발전’ 혹은 진보’라는 말의 이면에 깔린 내러티브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들

은 거짓 약속을 꿰뚫어 보기 시작했으며 오늘날 우리가 처한 여러 위기가 토착 문화에서 배우고 기업 

자본주의의의 한계를 넘어 미래를 상상해야 한다는 신호임을 자각하고 있다.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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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공동체 및 자연과의 연결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역화 운동에 동참함

에 따라 이러한 인식이 분수효과처럼 주류 사회로 퍼져가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역류 

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현지화의 수용에 수반되는 여러 이점을 알려주는 광범위한 교육 

캠페인이 필수적이다. 

국경을 넘어 정치적 분열을 넘어 서로 손을 맞잡고 지역 경제화에 대한 요구를 높일 수 있다면 우리 

경제를 생태적·인도주의적 가치에 맞게 재정립하고, 진정성 있고 체계적인 해법으로 위기에 휩싸인 

세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인류가 가진 혁신적인 천재성을 해방시켜 중앙집중식 수익 창

출을 위한 무한 경쟁이 아니라 다양한 생태계와 공동체가 지닌 독특하고 복합적인 잠재력과 요구에 

부응하도록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지구에서 지속 가능하고 풍요로우며 인도적인 삶을 가능케 하는 

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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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실크로드 무형유산 
협력 메커니즘의 구축

박성용

요약문

필자는 무형유산의 중요성과 실크로드 지역의 특징,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무형유산 보

호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한다. 또한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이하 ‘센터’)가 중앙아시아 국가와 

협력하여 추진한 다양한 정보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특히 실크로드 주변국과의 협력은 실

크로드 프로젝트 개발에 관한 센터의 깊은 관심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역할을 강화하여 실크로드 지역과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향후 협력 강화

를 위한 실크로드 무형유산 네트워크 구축이 무형유산을 기반으로 실크로드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여러 이해당사자의 협력에 중요한 여정이 될 것이라 말한다.

서문

먼저, 아시아 태평양지역과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의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협력해 주신 친구와 동

료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가 쏟은 시간과 노력 덕분에 오

늘 이 중요한 논의가 실현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지난 30여년 동안 무형유산 분야에서 문화 발전과 문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매진했다. 최

근 십 수년간 무형유산 분야 국제협력 실무와 경험을 통해 실크로드 지역 전역에서 지역적, 세계적인 

수준에서 전통 축제를 비롯한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진흥하는데 우리가 서로 더욱 협력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최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세계 각지에서 나타나는 정치·군사적 갈등을 완화하고 문명 간 충

돌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화 간 화해(Rapprochement of Cultures)’8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

정에서 고대 문명 간 교역 루트로 기능했던 ‘실크로드’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것은 문명 간 대화와 교

류의 장으로써 고대로부터 실크로드 교역의 중심에 위치하였던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초원지대의 유목문화를 특징으로 하는 중앙아시아지역은 고대 

신앙체계 속에서 애니미즘이나 샤머니즘을 기저에 깔고 있으면서도 역사발전 과정에서 주변의 마니

교, 불교, 이슬람교 등의 영향으로 이종 문화를 수용하고 발전시켜 온 곳이다. 이 때문에 오늘날에도 

유라시아에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고, 그들이 쌓아 온 경험과 지혜는 오늘날 복잡하게 얽혀있

8   유네스코 문화간, 종교간 대화를 증진하고 평화를 향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3-2022년 기간을 ‘문화간 화해를 위한 10개년’으로 지정하
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en.unesco.org/decade -rapprochement-cultures/why)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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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제문제 해결에 필요한 문명 간의 화해로 가는 길에 큰 시사점이 되고 있다.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이하 센터)는 유네스코 카테고리2 기관으로 국제적인 수준에서 공익

을 추구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48개 회원국을 지원한다.

센터의 중점기능인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공유에 기반하여 오늘 실크로드 무형유산 웨비나와 전

략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2010년부터 10년 이상 아시아 태평양지역5개 소

지역에서 정보와 네트워킹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중에서, 실크로드 지역 국가들 관련해서는 중앙아

시아 4개국(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을 대상으로 무형유산을 주제로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이들이 최우선 과제로 여겼던 ‘무형유산 목록작성(Inventory-Making)’9을 비

롯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이는 정보기술을 활용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무형유산 보

호 활동에 도움을 주는 일이기도 하였다. 지난 10년간의 협력 사업을 통해 결과적으로 무형유산에 대

한 관심과 여력이 부족했던 국가들에 동기 부여를 하는 기회가 되었고, 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가 2003년 무형유산보호협약에 가입하도록 독려하였다. 더불어 이들 국가에서 대중들이 구전 

전통, 공연 예술, 생활 습관, 전통 지식 등을 자신들의 소중한 무형유산으로 인식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 가공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급하는 활동들이 개시되었다. 과거로부터 축적된 

지혜는 현대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이러한 유산을 연행하는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

을 가능케 하는 매우 소중한 자원이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무형유산 개념이 보급되고 무형유산 네트워크가 운영되면서 중앙아시아 국가를 중심

으로 실크로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현상을 살펴보고 실크로드 무형유산 네트워크 협력을 위

한 메커니즘 원리에 관한 몇 가지 원리를 설명하려고 한다. 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 지역의 무형

유산 협력을 어떻게 이해하고 발전시켜야 할지에 관한 고민과 함께 문제 제기의 장으로 삼고자 한다.

I.	무형유산은	왜	중요한가

주지하시듯이, 인류 역사 전반에서 세대를 거쳐 전승된, 살아있는 유산인 무형유산을 이해하고 해

석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이 나타나고 있다. 간단히 설명하면, 무형유산은 자연, 우주와 관련된 구

9   유네스코는 2003년 무형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선결과제이자 협약 가입국의 주된 의무의 하나로 무형유산 목록 작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  관습, 의례, 축제, 지식, 관습뿐 아니라 전통 공예 영역에서도 나타

난다. 무형유산은 인류의 문화적 발달과 관련이 있고 길게는 수천 년 동안 축적되어 온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무형유산을 오랫동안 쌓아온 인류의 노력과 지혜의 결정체이자, 현대 사회에서 발

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 자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II.	무형유산-지속가능	발전의	동력10인가

한국의 경우, 1960년 초반부터 소위 인간문화재 제도로 불리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제도를 통해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그 중요성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오고 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

라도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국가가 직접 관여해 제도적으로 무형유산을 보호하는 경우는 몇몇 국가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과거 대다수의 국가에서 시행한 문화유산 정책이 주로 유형문화유산에 치중되

어 있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최근 20여년간 문화유산의 개념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국제규범 내 문화유산

의 개념도 점차 확장되어 비물질적(non- material)인 문화유산과 자연자원 관리에 관한 전통지식까

지도 아우르게 되었고, 더 나아가 문화다양성 표현의 주된 원천을 의미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되었

다. 그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의 성과로 2003년에는 ‘무형유산보호협

약’이 채택되어 무형유산 보호 활동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2003년 협약은 문화

정책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증거로서 이해되고도 있다.11 동 협약의 목표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최우선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 무형문화유산 실연자, 그룹 및 공동체의 존중과 참여 보장

- 지역, 국가, 국제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제고

- 국제협력의 촉진과 국제지원 제공.12

10   2003년 협약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13년 10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유네스코에서 개최한 전시의 부제이다. 동 전시에서 살아
있는 무형유산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성취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브라질, 에스토니아, 이집트, 케냐, 사모아, 스페인 등
의 각기 다른 무형유산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건강, 식량안보, 사회결속은 물론 다른 발전 목표의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unesco.org/new/en/media-services/in–focus -articles/intangible-cultural-heritage-for-
sustainable-development/ 참조.

11 함한희 엮음, 『무형유산의 이해』, 전북대학교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소, 2012, 21p.

12   박성용 저,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 거버넌스 연구』, 켐브리지 스칼라스 출판사, 2013. 30p, (On Intangible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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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보호협약은 제2조에서 ‘무형유산’과 무형유산의 ‘보호’ 활동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우

선 ‘무형유산’이라 함은 “관습, 표상, 표현, 지식 및 기술은 물론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 사물, 공

예품 및 문화 공간 모두를 의미”하며, 무형유산의 범주는 구전 전통 및 표현(oral traditions and 

expressions), 공연예술(performing arts), 사회적 관습, 의례 및 축제(social practices, rituals and 

festive events),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 전통 기술(traditional craftsmanship)로 정의되어 있어 인류 문화발전과 관

련된 거의 모든 대상을 지칭한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무형유산의 ‘보호’는 유산의 지정

(identification), 기록(documentation), 조사(research), 보존(preservation), 보호(protection), 증

진(enhancement), 전승(transmission), 재활성화(revitalization) 등 유산의 생명력(viability)을 보

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뜻한다.

2015년 이후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Post-2015 MDGs)에 문화의 역할을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강

구되고 있는데, 이는 유네스코를 비롯한 유엔 산하 전문기구들의 공동의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수차례의 국제회의13와 유엔의 결의안(2011-2014년)에서도 문화가 인류의 미래 발전을 

위해 얼마나 중요하게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 거듭 강조되고 있다.

이와 동일한 선상에서, 2003년 무형유산보호협약은 무형유산이 문화다양성과 인류 창의성의 원천

이며, 나아가 문화 간 대화와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보고 있다.14 이와 함

께, 각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공동체와 그들의 지혜가 역할 할 수 있는 기반이 육성되어야 한다는 점

을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오늘날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사업과 전략에서 무형유산의 역할을 

포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무형유산을 그들의 문화정책 및 개발전략에서 문화산업, 문화관광과 직접 

연계하여 활용해야 할 문화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아울러, 2015년 이후 유엔 개발 의제에서 다루

는 네 가지 영역 즉, 포괄적인(inclusive) 사회개발, 포괄적인 경제개발, 환경의 지속성, 평화와 안전 

분야15에서도 오랫동안 축적된 인간의 전통기술과 예능 그리고 지식체계와 지혜를 포함하는 무형유

산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세계 각국에서 확인되고 있다. 

Safeguarding Governance: An Asia-Pacific Context By Seong-Yong Park,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UK, 2013)

13   이와 관련해서, 2013년5월15일-17일, 중국 항주에서 문화와 발전에 관한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gress "Culture: Key to 
Sustainable Development)와  2013년11월24일-2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세계문화포럼(The World Culture Forum: The Power of 
Culture in Sustainable Development)이 개최된 바 있다.

14 2003년 무형유산보호협약 전문 세 번째와 여섯 번째 단락에서 언급되고 있다.

15   “지속가능한 발전을 둘러싼 오늘날의 논의와 사업 그리고 전략에서 무형유산을 포함시키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이와 관련, 유엔사무총장에
게 제출된 2015년 이후 유엔개발의제에 관한 준비팀(UN System Task Team)에서 네 가지의 영역을 설정해서 미래를 위한 유용한 논의 구
조를 제공하고 있다”, http://www.unesco.org/new/en/media-services/in-focus-articles/intangible-cultural-heritage- for-
sustainable-development/)

예컨대, 캄보디아에서는 직업선택의 폭이 좁은 캄보디아 여성들에게 전통 공예 훈련의 기회를 제

공함으로써 가계소득을 높이고, 여성들이 겪는 가정 폭력을 낮추는 한편, 집안 살림에서도 여성이 주

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해서  여성의 인권과 사회적 지위를 증진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16 또 다른 

사례는 남태평양의 피지에서는 전통 가옥이나 집안을 장식하는데 사용되는 사고 팜(Sago palm) 나

무 재배지역의 보호에 관한 것이다. 사고 팜 나무의 잎과 가지를 가공해서 건축에 활용하는 기술은 

피지 사람들의 전통 지식이다. 하지만 사고 팜 나무의 무차별적인 남획과 중개 브로커의 임금착취 등

으로 인해 나무가 소멸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다행히도 최근 지역의 민간단체17의 적극적인 지원

으로 주민이 직접 나서서 나무를 계획적으로 관리해 수종이 자랄 수 있는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나무

의 생산과 유통과정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이익의 공정한 분배 구조를 정착시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시범 사업으로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무형유산인 전통지식과 지역의 지

속가능 발전 사이의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무형유산은 각 사회의 문화정체성을 보여 주는 동시에 현대사회에서 문화산업, 문화관광에서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인류가 축적해온 지식과 지혜가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의 지속성과 

평화와 안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기능한다는 점에서 무형유산은 국가 보호 정책의 단순한 객체

에서 벗어나 인류가 현재와 미래의 도전을 극복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성취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새로운 전략18으로 인식되고 있다.

16   문화와 발전(Culture and Development)에 관한 새천년개발목표 달성기금(MDG-F)의 보고서에서 기술된 사례, http://www.mdgfund.
org/node/25 참조.

17 현지 민간단체인 Nature Fiji가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18   2013년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소피아에서 개최된 남동부 유럽의 무형유산 전문가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광, 파트너쉽을 위한 새
로운 전략으로서 무형유산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http://www.unesco.org/new/en/venice/about-this-office/single-view/
news/intangible_cultural_heritage_new_strategies _for_sustainable_development_tourism_and_partnerships/#.Vbc0cIcw-
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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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실크로드에	관하여	

유네스코는 10년 프로젝트 ‘실크로드 종합연구: 대화의 길(Integral Study of the Silk Roads: 

Roads of Dialogue)’을 1988년부터 1997년까지 시행한 바 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동서양의 만

남으로 발생한 복잡한 문화적 상호작용의 조명 및 유라시아 민족의 풍부한 공동 유산의 지원이었다.

발제자인 본인은 실크로드와 소중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1990년대 초, 유네스코가 주최한 실크로

드 원정대 탐사사업에 한국이 개최국으로 참여하였을 때, 이 사업이 본인이 유네스코 분야에서 최초

로 담당했던 국제프로젝트였다. 이때부터 본인은 실크로드 지역과 문화에 강한 애착을 갖게 되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실크로드는 고대 시대부터 융합된 다양한 문화로 가득한 것이 특징이다. 이곳

에서는 상품의 교역뿐 아니라, 기술과 문화의 교류 활동도 매우 활발했다. 이것이 바로 일부 전통이 

다양한 루트를 거쳐 널리 영향을 미쳐 ‘대화와 평화의 문화’가 생겨난 배경인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실크로드는 고대 이후로 다시 볼 수 없었던 평화의 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던 것이다.

동돌궐과 중앙아시아의 음악이 중국의 전통 음악계에서 인기가 높아서 많은 양식이 중국의 전통 

음악과 만나 중국의 무용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예가 바로 ‘콘스탄티

노플에서 연주하는 동방 사람들’이다,

아울러, 중앙아시아와 한반도 사이에서 다양한 교류가 존재했는데, 특히, 불교의 전래과정에서 교

류가 두드러졌고 이외에도 역사적으로 수많은 경제, 문화, 예술분야의 교류와 상호영향이 있었다.

다수의 문헌 자료에서도 증명되듯이 문화적 교류를 통해 풍성해진 모습이 무용수, 가면, 낙타를 탄 

음악단이 새겨진 테라코타 틀에서 확인된다. 또한 동투르키스탄 초원의 길의 여러 프레스코화에 그

려진 음악가와 배우는 문화 교류로 창출된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와 함께, 실크로드는 고대로부터 다양한 인간의 교역로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고 생각한다. 따

라서, 북방의 비단길과 초원길 이외에도 해양 실크로드 등 다양한 교역과 문화전파 루트가 재 조명될 

수 있을 것이다. 

IV.	실크로드	무형유산	보호	사례:	현황과	당면과제	

센터가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무형유산 현황조사 사업을 통해 발행된 국가

보고서는 지금까지 총 35종으로, 몽골과 함께 중앙아시아 지역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

스탄, 키르기스스탄 4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실크로드 지역 국가들 증 상기 5개 국가의 사례를 통해 

국가별 무형유산과 관련한 상황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각국이 처한 문화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정치

적 환경에 따라 무형유산과 관련한 상황도 상이하지만, 공통점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즈베

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은 각기 다른 기간 동안이기는 하지만 구 소련

체제 하에 있었던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게다가 이들은 유목문화가 널리 퍼져있다는 문화적 유사

성도 지니고 있다. 또한 고대 이래로 풍부한 서사적 창가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과 지금은 거

의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어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이라는 것도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들 국가들은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공통된 요소들을 갖고 있기에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긴

밀한 협력과 교류가 요구된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그들이 직면한 위험요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

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무형유산을 규정하고 독자적인 무형유산 국가 목록을 작성하는 작업은 여

전히 초기 발전단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지역 국가들은 무형유산 보호와 경험에 대한 정보 공유 

필요성 그리고 국제적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최근 2020년도에 오늘 행사의 주역인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중앙아시아국제학술연

구소 두 기관에서 실크로드 국가를 대상으로 무형유산인 각국의 전통축제 운영에 관한 조사를 실시

한 바 있다. 상기에서 언급한 조사에서 실크로드 지역의 무형유산과 관련하여 공통으로 나타나는 어

려움과 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   2019년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개최된 중앙아시아 소지역 네트워크 회의 참가자 전경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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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현 상태에 관한 깊이 있는 조사와 연구의 부족

•제도적 보호 수단의 미비

•목록 작성과 기록 과정의 비체계성

•정보 접근성 문제와 과도한 상업화 등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는 2003년 무형유산보호협약의 정신

을 계승한 협력 체계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무형유산을 증진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서 공동체 등 이해

당사자를 연결하는 방법을 모색해 왔다. 이를 통해, 무형유산의 중요성과 실크로드 무형유산 네트워

크를 통한 국제협력 가능성에 대한 대중과 정책입안자의 인식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로 인식

하고 있다.

V.	실크로드	무형유산	협력	메커니즘	

1. 네트워크 구축과 그 활동에 대해

최근 센터에서 의뢰한 네트워킹에 대한 연구결과보고서19에 제시된‘무형유산 분야의 네트워크’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무형유산 관련 지식, 자원과 정보 등에 대한 상호의존, 관리 및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경쟁우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집단노하우를 개발하기 위한 협력시스템이자 사회적 관계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는 정보의 유통과 관련된 모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물적 관계로, 본 연

구에서는 지역사회 혹은 그 대표자들, 전승자, 전문가, 전문센터 및 연구기관 등에서부터 일반 대중에 

이르기까지 센터의 활동과 관련해 무형유산 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 및 관계 기관의 네트워

크를 일컫는 것으로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상의 네트워크도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현대사회에서 네트워킹은 그 중요성을 날로 더해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상기 연구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야를 막론하고 네트워크의 보유와 활용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 둘째, 무형유산 보호 활동에 관한 네트워크는 정보의 취득, 

공유, 전파의 연결고리로 정보의 흐름 그 자체로서 기능한다는 점, 셋째, 네트워킹 활동의 핵심은 정

19 남정숙 외,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네트워킹 사업진단 및 미래수립 연구사업 보고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발행, 2014.

보의 유통을 통한 소통과 교류이고 ‘나눔 (sharing)’을 통한 ‘확산 (dissemination)’, 소통을 통한 ‘이

해 (understanding)’라는 의미를 내포20한다는 점 등이다. 결국, 무형유산 네트워킹의 목적은 소통과 

교류를 통해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2.   ‘네트워크’는 정보의 유통과 관련된 모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물적 관계로, 지역사회 혹은 그 대표자들, 전승
자, 전문가, 전문센터 및 연구기관 등은 무형유산 보호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센터는 지난 2010년부터 10년 여간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이 지역 국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무형유산 목록작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교류와 네트워

크 구축을 진행하고, 정보기술을 활용해 중앙아시아 무형유산 보호를 추진하였다. 결과적으로, 무형

유산 보호를 위한 어느 정도의 기반이 존재하였던 국가뿐만 아니라 그런 기반이 전무했던 국가들까

지도 모두 무형유산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했으며, 2003년 무형유산보호협약에 당사국이 될 정도

로 이들의 관심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였다. 더불어 그동안 간과해 왔던 자국의 구전 전통, 공연 예

술, 생활 습관, 전통 지식 등을 자신들의 전통을 무형유산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 보급

하는 활동이 진행되었다. 

센터는 무형유산 출판물과 영상기록 프로젝트 등 인식 개선 활동과 함께, 현장 조사, 온라인 목록 

작성,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 등을 통해 많은 중앙아시아 국가와 협력해 왔다. 이러한 작업은 개

방성, 분권화, 공유를 통해 회원국의 무형유산 보호 역량 강화를 모색하는 센터의 노력과 상통하는 

것이다.

20   함한희 외,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정보화 사업진단 및 미래수립 연구사업 보고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발행, 2014, 4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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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아시아 무형유산 협력 네트워크의 교훈과 성과

그리고 이러한 협업에 대해 다른 국가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형유산 네트워크 플랫폼하에 이루어진 협업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한 국가들은,

•각 사회에서 무형유산 발굴과 기록을 담당하는 무형유산위원회를 수립하고

•제도적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고 보호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에서 홍보 활동을 통해 무형유산에 관한 정책입안자와 대중의 인식이 강

화되었고,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사소통과 협업을 강화할 수 있었다.

3. 성공으로의 길 실크로드 무형유산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중앙아시아 지역 무형유산 보호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한 경험과 성과에 비추어, 본인은 1단계 북방 

실크로드 대상 지역에서 더욱 확대되고 기능이 보다 강화된 실크로드 네트워크 개발 추진을 제안한다. 

오래된 격언 중에는 ‘성을 쌓은 자는 망하고 길을 닦은 자는 흥한다’라는 말이 있다. 

같은 맥락에서, 북방의 비단길과 초원길을 대상으로 하는 1단계 네트워크의 성공적인 구축 이후에 

해양 실크로드 등 다양한 교역과 문화전파 루트도 활성화 되어 거대한 범 실크로드 무형유산 네트워

크로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실크로드 무형유산 네트워크를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협업 메커니즘으로 제안하고

자 한다.

•각 국가의 대표 무형유산 보호, 활성화 및 발굴

•다양한 어려움과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협력 시스템 시행

•2003년 무형유산보호협약의 정신을 이어받아 공동체 중심의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 확대

•무형유산 공동체 내에서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인식 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결어

이번 웨비나와 전략회의에 네트워크 및 미래 협력 프로젝트의 수립과 운영을 위한 발표와 토론이 

준비되어 있고, 미래 협력에 대한 다양한 기회가 있을 예정이다. 여러분과 함께 다국적 협력 파트너

십을 통해 이 의미 있는 여정을 함께 완성하기를 기대한다.

발표를 마치며 앞서 언급한 협업 메커니즘 개발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협력과 파트너십의 중요성

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상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실크로드 지역의 다양한 주체

들과의 협력과 무형유산 분야에서 정보와 네트워크 구축의 선순환을 통해 실크로드 시대의 영광을 

재창조할 것을 제안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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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실크로드 무형유산 축제의 생명력과 지속성 

알리셔 이크라모프

요약문	

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검토했다. 무형유산 축제 자료를 검토하면

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실크로드 무형유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지역 공동체의 중요성

과 지역 축제의 대중성을 확인하며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결여에 대해 아쉬움

이 든다. 또한 축제가 지역의 전통과 특산품을 충분히 대표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는 바람직

하지 않은 방향의 상업화로 이어져서 행사의 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

이 글은 실크로드의 초원길을 따라 위치한 8개국에서 열리는 무형유산 축제 30개를 대상으로 실

시한 인터뷰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모든 축제가 지역 발전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축제가 관광 증진, 상업적인 성과,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 유치 확대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역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축제 관광은 가

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로 관광 산업에서 큰 인기를 누리는 부문이다. 축제는 특별한 행사

와 더불어 국제, 국가, 지역 차원의 문화 교류에 초점을 맞춘다. 축제의 다양성에 힘입어 예술가와 방

문객이 모두 참여함으로써 역사와 전통, 음식과 음료, 음악과 춤에서 비롯된 구체적인 문화적 인식을 

공유한다. 축제의 긍정적인 영향은 소득 창출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인식 강화와 공동체 삶의 질 향

상으로 확대된다. 특별한 문화적 활동을 많지 않은 농촌 지역에서 축제는 지역의 문화 관련자와 자원

의 동원을 통해 창의적인 개입과 활동 계획을 촉진해 지역 발전과 재생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아제르바이잔의 타라카마 축제, 카자흐스탄의 사일 코스카르 아타 봄 축제, 키르기스스

탄의 키이즈 두이노 축제, 한국의 은산별신제, 터키의 오렌지꽃 카니발, 몽골의 단식 나담, 타지키스

탄의 나브루즈, 우즈베키스탄의 보이순 바호리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타라카마	축제(Tarakama	Festival)

2015년부터 국제 타라카마 차르산바 민속 축제가 매년 겨울의 마지막 화요일에 아제르바이잔 악

수 지역의 게겔리 마을에서 열린다. 이 축제는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공공 이니셔티브

로 탄생했다. 축제의 목적은 전 세계에 트랜스휴먼스(이동방목) 생활의 문화적 정체성을 증진하고 지

역 주민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마을 주민들의 지원으로 시작되어 기회가 제한적

이었던 축제는 소셜 미디어와 일반대중의 큰 관심을 이끌었고 현재는 열광적인 기대를 모으고 있다. 

타라카마 축제는 게겔리 지방정부와 아제르바이잔 교육부 장관 하키카트 무사예프의 이름을 따서 지

은 게겔리 마을 중학교의 민속 연구 및 확산 단체의 후원을 받으며, 2박 3일 동안 진행된다. 축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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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환으로 다양한 민속 집단의 문화 프로그램 참여, 전시회 관람, 타라카마 차르산바 밤과 캠프파이어 

참여, 악수 기념비 방문이 진행된다. 고대 전통에 따르면 동물들도 불을 뛰어 건넜다니 흥미롭다.     

사일	코스카르	아타	봄	축제(Sayl	Qoshqar	Ata	Spring	Festival)

카자흐스탄 쉼켄트 지방정부는 2016년부터 코스카르 아타 강변에서 나우리즈(Nauryz) 전야에 봄 축

제 ‘사일 코스카르 아타’를 개최한다. 축제의 목적은 고대 쉼켄트 명절을 되살리고 카자흐스탄의 가

장 오래된 도시의 역사를 알리는 것이다. 몇 백 년 전에 형성된 도시 쉼켄트가 탄생한 근원인 코스카

르 아타 강에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 고대부터 도시 주민들은 ‘봄 축제’와 ‘걷기’로 ‘사일 코스카르 아

타’ 명절을 기념해왔고 사육용 숫양으로 경연대회를 열어 챔피언을 뽑는다. 이 고유한 강은 쉼켄트 

중심에서 발원하고 지하수가 유입된다. 전설에 따르면 신비한 능력을 가진 코스카르 아타 성자의 덕

분에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한다. 축제에는 언제나 카자흐스탄의 전통놀이와 민속 행사가 

동반된다. 또한, 숫양을 제물로 바치며 풍요로운 가축 사육과 코스카르 아타 강의 축복을 기원한다. 

이 명절은 도시 주민은 물론 외국인 등 타지역 관광객의 관심을 받고 있다. 축제에서는 누구나 숫양 

기르기 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 1분 안에 가장 많이 키운 사람이 그 양을 상으로 받는다. 쉼켄트 주민

들은 카자흐스탄 민속놀이, 응용예술 박람회, 콘서트, 명절의 탄생을 다룬 연극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이 명절은 코스카르 아타 강의 수원지에서 탄생했으며 이것은 쉼케트만의 특색이다. ‘사일 코스카르 

아타’ 명절의 부활은 지역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실크로드의 관광 명소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키이즈	두이노	축제(Kiyiz	Duino	Festival)

세계적인 펠트 축제 ‘키이즈 두이노’는 유목 생활의 전통 지식과 기술을 보호하고 전승하고 이를 널

리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키르기스스탄에서 시작되었다. 키르기스스탄의 독립한 후에 대부분의 지

역 공동체는 자신들의 고유한 전통 문화를 활성화하고 기념하기 시작했다. 공공재단 ‘키비즈 두이노

(Kiviz Duino)’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이 축제를 조직하는 등 전통 공예 증진에 힘쓰고 있다. 축제

는 키르기스스탄의 전통 의상을 전시하고 시연함으로써 펠트, 직조, 의상으로써 전통 공예를 장려하

고 있으며, 모든 축제에 참가한 모든 사람은 키르기스 전통 의상을 입어볼 수 있다. 키르기스인들은 

유르트 덮개, 바닥과 벽의 카펫, 가방, 담요, 세부적인 말 장비 등 펠트 제품에 둘러싸여 살았고, 의복

도 모두 펠트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키비즈 두이노는 키르기스 전통을 활성화하고 보호하고 발전시

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 축제를 조직했다. 축제 기간에는 전승자와 연행자가 주관하는 전통 공예 기술

을 주제로 한 플래시몹, 프레젠테이션, 세미나, 워크숍 마스터 클래스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일례

로, 전통 머리장식 ‘칼팍(Kalpak)’과 ‘엘레체크(Elechek)’을 만들고 두르는 법에 대한 마스트 클래스

가 있다. 다음 세대로의 전승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스터 클래스에는 해당 종목의 보유자

와 연행자가 참석한다. 또한 마스터 클래스는 알라키이즈(ala kiyiz), 쉬르닥(shyrdaks), 칼팍과 엘레

체크와 같은 전통 머리장식 등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선사한다. 게다가 축제는 다른 지역

의 보유자와 연행자, 연구자, 무형유산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전통 문화

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발판으로 역할을 한다. 축제의 성과로 일반대중과 젊은 세대가 전통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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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에 더 친숙하게 되었으며 일상생활에서 자수를 놓은 전통 의상을 착용하기 시작했다. 축제는 거의 

모든 무형유산 분야를 아우른다. 수공예(전통 공예 기술), 연극과 음악 공연(공연 예술), 조상에게 북

을 비는 의례(사회적 관습 및 의식), 마스터 클래스(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가 포함된다. 축

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서사 마나스(구전 전통 및 표현)가 마련되기도 한다. 축제는 실크로드를 따

라 전통 공예를 증진한다. 실크로드에 위치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공예에 관한 정보, 지식, 기술을 

서로 나누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한다. 또한, 무형유산과 주변국의 유사한 공예에 대한 가시성과 대중

인식을 제고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축제는 실크로드를 따라 무형유산의 보호는 물론 문

화와 전통을 장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했다. 축제를 통해 실크로드

를 따라 유사하거나 공통의 유산을 가진 민족들 사이의 상호이해, 문화간 대화, 협력의 증진을 광범

위하게 추진할 수 있다.  

은산별신제	

 은산별신제는 유교, 불교, 샤머니즘 문화가 다양하게 어우러진 무형유산이다. 인류의 창조적인 무

형유산을 보여주는 은산별신제는 가시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문화간 대화를 장려함으로써 실크

로드 무형유산 네트워크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축제는 충남 부여군 은

산면에 위치한 은산 마을의 수호신에게 바치는 제례다. 행사는 유교와 샤머니즘 의례적 요소에 민속적 

여흥이 결합된 형식으로 3년에 한 번 음력 1월이나 2월에 열렸다. 최근에는 짝수 해의 성대한 축제와 

홀수 해에는 소규모 축제로 나뉘어 열린다. 은산 지역은 조선시대(1392~1910) 말기에 농업의 시장화

와 상업화에서 중심지로 역할을 했다. 당시 은산은 보부상 활동의 거점이 되었던 부유한 농촌 지역이

었다. 경제적 번성과 농업 발전에 대한 사람들의 바람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연례 의례로 

발전했다. 그 후 이 행사는 지역 농민과 상인의 정신적인 기반이 되었다. 의례가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

들은 마을 수호신에게 복을 빌고 악운을 몰아내고 원한을 품은 영혼을 달래 줄 것을 기원한다.   

오렌지꽃	카니발(Orange	Blossom	Carnival)	

오렌지꽃 카니발은 2013년에 조직되었다. 아다나 주민이 조성한 경영대회이므로 사회 운동에 해

당한다. 매년 열리는 축제 프로그램에는 120여 가지 활동이 포함된다. 프로그램은 모두 자원봉사자

들이 계획한다. 따라서 유네스코 2003년 협약의 핵심인 공동체 참여가 축제의 핵심이기도 하다. 매

년 4일 동안 열리는 축제에 약 100만 명이 참가한다. 축제의 일환으로 민속춤, 민속음악, 공예 전시, 

아나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는 구전 내레이션 공연, 연극이 선보인다. 이처럼, 그 구성은 전통 공예 

기술, 공연 예술, 구전 전통 등 무형유산 분야와 관련이 있다. 그렇다고 축제 프로그램이 무형유산 영

역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인터뷰, 전시, 스포츠 경연대회, 요리 프로그램, 체스 토너먼트, 어린이와 가

족이 참여하는 다양할 활동이 있다. 축제의 조직과 관련해 재단과 그 다음으로는 지자체가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이 축제는 시민사회, 지방 행정과 정부(부처)가 협력한 결과물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 무형유산의 일부 종목을 포함한 이 축제는 터키, 특히 남부지역에 널리 알려져 있다. 중앙과 

지방정부 기관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다. 조직의 이와 같은 특성은 실크로드 무형유산 네트워크의 

가시성과 특성에 기여할 것이다. 게다가 이 축제는 공동체의 주도로 공동체, 지방 행정과 정부가 협

력하는 모범사례다. 카니발은 이러한 유형의 터키 행사 가운데 최대 규모 축제 중 하나다. 100만 명 

이상의 방문객,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 NGO 대표, 수백 명의 예술가가 참여하는 카니발은 그 지역은 

물론 아다나의 문화 관광 발전과 무형유산 가시성 제고에 크게 기여한다. 이 축제 덕분에 아다나는 

관광 명소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많은 관광객에게 카니발이 이곳을 찾는 가중 중요한 이유이다. 카

니발은 매년 중요한 수익을 창출하고 도시를 중요한 관광 명소로 자리 잡게 했다. 



264 265

삶, 환경, 그리고 무형유산으로 살펴본 실크로드

단식	나담(Danshig	Naadam)	

초대 복드 젭춘담바 후툭트이자 몽골인들에게 정신적 지도자인 위대한 승려 자나바자르

(Zanabazar)를 기념하기 위해 1969년 최초로 단식 나담이 열렸다. 이 축제는 몽골에서 중요한 종교

적, 문화적 행사 중 하나다. 티베트어인 단식은 몽골어에서는 ‘바트-오르실’, 평화를 위한 축복을 의

미한다. 단식 나담의 의미는 몽골인의 단결을 존중하는 사상을 상징했다. 10일간 계속되는 돌론 호

쇼 단식(Doloon Khoshuu Danshig) 축제에서는 씨름, 말타기, 활쏘기를 비롯해 공굴리기, 말등타

기 행사가 열리고, 서커스, 예술가와 가수 등이 참여한다. 또한 폭넓은 종교 축제, 학술적 토론, 참

(tsam), 춤, 배우의 공연 등도 열렸다. 몽고 불교의 중심인 간단 테크치늘렌 사원과 울란바토르 시장

의 사무실 주관으로 2015년부터 2년 연속으로 8월 6일과 7일에 후이 돌런 후닥에서 후레 참(Khuree 

Tsam) 종교문화축제가 열렸다. 단식 나담은 소욤보 국기 게양식, 만다라 공양 올리기, 오치르바니

(Ochirvaani) 제례, 운두르 게겡(Undur gegeen) 의식, 후레 참 뛰어넘기 의식, 마안 줄다리기, 레슬

링, 말을 타면 활쏘기, 전국 발목 활쏘기, 승려 경연대회, 예술 공연, 관광 전시와 같은 여러 의례와 행

사가 열린다.    

보이순	바호리	축제(Boysun	Bakhori	Festival)

보이순 지역의 문화공간은 2008년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으로 선포되었고 2008년에

는 2003년 협약에 따라 유네스코 대표목록으로 등재되었다. 이 축제의 주요 목적은 우즈베키스탄의 

정신적, 문화적 전통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역의 문화적, 민족적 특징, 생활 의식, 민속, 음악, 예술, 

공예의 전통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서 잘 보존해 다음 세대로 전승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2003

년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협약과 일맥상통한다. 개방적인 민속 축제인 ‘보이순 바호리’

는 수많은 문화 행사로 구성된다. 민속 예술과 공예품의 전시, 미식 대회, 전통 패션쇼, 민족 앙상블 

공연, 이야기꾼 박시(Bakshi) 공연, 전통 말타기 놀이, 전국 레슬링 대회, 연날리기, 수탉 싸움, 양 싸

움, 로프, 칠락(chillak)과 같은 민속놀이가 펼쳐진다. 축제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참가자에게 다양한 

상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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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브루즈(Navruz)

나브루즈는 봄의 명절로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인도, 이란, 이라크,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

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기념한다. 또한, 러시아, 중국(위

구르), 유럽, 북아메리카 민족들도 축하한다. 나브루즈는 타지키스탄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명절이

다. 나브루즈 참가자는 특정 집단이나 대상 청중이 아니다. 젠더, 연령, 국적, 소속 민족, 심지어 종교

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즐기는 명절이다. 자연이 다시 소생하는 것을 축하하는 축제인 나브루

즈는 타지키스탄의 문화 관광 발전과 무형유산 가시성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나브루즈 축

제 기간 동안(전통적으로 7일간 개최), 중앙아시아 지역의 공예가들이 참가해 수공예 제품을 전시하

고 판매한다.  

그러나 관광의 재해석을 통해 축제가 무형유산과 전통의 보호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질

문에도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따라서 축제가 문화 관광 발전과 문형유산 가시성 제고에 미치는 영향

을 비롯해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협약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축제의 구체적인 관련성에 연

구의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축제의 목표는 지역 전통의 인식제고와 성공적인 전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무형유산 보호는 생활에서 선택된 어떤 요소가 지역 관습을 공식적으로 대표하게 되는 메커니

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부 무형유산 종목은 사회 발전 프로그램의 자원이 되고 창조적 산업을 위

한 투입된다. 

연구 결과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지역 상품과 전통을 위한 축제를 조직하는 주요 이유는 실크로드 안에서 해당 장소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 상품과 전통을 장려하고 관광 활동을 지원해서 현지 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축제 주최자, 참가자, 관광객 모두에게 축제의 여흥 요소는 상당히 중요하다. 

•  동시에 응답자들은 관광객의 유치와 지역 비즈니스 육성과 관련해 그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했다. 경험, 문화 교류, 여흥 제공과 관련해서는 축제 개최를 유익하다고 평가했다. 주최자 

대부분은 외국인 참가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축제 방문객은 대개 지역 주민이다. 

•  주최자가 겪는 주요 장애요인은 자금의 부족과 불충분 또는 비효율적인 광고와 관련이 있다. 이러

한 점에 미루어 축제 주최자는 축제와 같은 문화 행사의 개최에 있어 민관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  때로는 축제가 진정한 의미에서 지역 전통과 상품을 대표하지 못한다고 기분이 들기도 한다. 따

라서 바람직하지 않는 수준의 상업화로 이어지고 그 결과 행사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전통적인 기념 행사는 모두 축제로 개최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잠

재적인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 진정성을 보존하는 일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  성공적인 축제 관광으로 발전하기 위해 축제의 품질과 고유성은 모두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공

동체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식제고 전략을 실시해 행사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그에 따

른 대가를 최소화하는 방법 등 관련 정보를 공동체에 전달해야 한다. 

•  농촌 정착지는 관광객이 자신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거나 발견하기 위해 방문하거나 적어도 보

완하는 장소다. 이러한 장소는 모든 전통의 발원지라는 이미지가 있어 개인이 자신의 기원을 찾

고 모두가 문화적 정체성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국민성과 문화를 존중하는 곳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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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실크로드 지역의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예술연행, 물-행위 설치 프로젝트

유동조 

1.	서문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필자는 1979년부터 바람, 땅, 물

과 관련된 설치미술을 해온 작가로서, 제 물 프로젝 트와 작품 소개에 앞서 평소의 견해를 말씀드리

고자 한다. 

주지하시듯이, 지구온난화와 물 문제, 작금의 COVID-19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세계는 고심하

고 있다. 각국의 정책, 현대과학과 의학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유일한 방법은 결국 우리가 수 만년 

동안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터득하고 유지해온 두 가지 가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최소한의 양심과 작

은 자기희 생이 그것이다.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하지 않거나”하는 문제도 이와 관련 된 것이라고 생

각한다. 물을 아껴 쓰는 이유는 그 쓰고 난 물의 갈 곳을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절수도 하지

만 물을 더럽히지 않으려 애를 쓰는 것은 아닐까. 그것 또한 우리가 갖춰야만 하는 물에 대한 예의이

자 최소한의 양심과 자기희생인 것이다. 

2.	물-행위	설치	프로젝트	2004-2014	

2004년부터 2014년 까지 11년 동안 10개국의 11개 호수와 1개의 강에서 이루어진 물-프로젝트

는 해당국가의 문화부, 외교부, 대사관 그리고 개인은 물론 미술단체. 대학교, 미술관 등의 협조와 긴

밀한 네트워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 한 예로 2011년 인도의 물 프로젝트는 약 550킬로미

터 구간 안에 있는 세 곳의 호수에서 진행됐는데, 한 인도 화가의 적극적인 지원과 그의 원활한 네트

워크로 계획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공통적인 작품명이 있는데, 물이	있으면	“물”이	없고,	물이	없으면	“물”이	있다	가	그것

이다.

20-180킬로그램의 현지에서 구한 돌들은 해당 국가의 “물”자를 이루는 글자나 알파벳 수에 따라 

개수가 결정되며, 깊이를 달리하여 호수의 여러 곳에 던져진다. 필자는 그 돌들이 발견되지 않기를 

바라며 기원의 행위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만약에 그 돌들이 발견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큰 변화를 

맞게 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기원을 위해 2006년부터 사용된 중요한 재료가 있는데 조로가 그것이다. 필자가 행위 미술의 일환

으로 조로와 주전자에 호수의 물을 담아서 돌과 호수에 물을 뿌리며 물의 조화로운 순환을 기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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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005년 덴마크 실케보르그의 외른호수에서는 호수의 원천이 되는 아르나케(Arnakke) 샘물을 

4개의 병에 담아 4개의 돌을 던지고 난 후에 그 물을 부어 물의 순환을 기원했다. 

2013년과 2014년에 진행되었던 두 호수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설치 과정 그리고 사용된 재

료와 복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러시아의 바이칼호수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로 맑고 깨끗한 수질과 생물다양성으로 유명한 곳

이다. 호수는 길이 636km, 평균깊이 744m, 가장 깊은 곳은 1,637m이며, 수량은 지구의 민물의 약 

20%에 달한다. 호수의 중간 지점 좌측에 올콘섬이라 불리는 가장 큰 섬이 있으며, 섬의 중간 왼쪽에 

샤먼바위가 있다. 샤먼바위 반대 방향, 해안으로부터 약 10km 지점이 가장 깊은 곳이다. 러시아어로 

물을 뜻하는 “B O Д A”가 각각 거꾸로 새겨진 돌 가운데 180킬로그램에 달하는 B를 이곳에 투척하

였다. 그곳을 중심으로 올콘섬 앞까지 약 70km 사이에 O、Д、A가 각각 투척되었다.  

해발 3,812m에 자리 잡은 티티카카호수에는 41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있으며 그 중 타킬레 섬은 

푸노 시로부터 45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길이 5.5km, 폭 1.6km, 작은 섬의 주민들은 전통적으로 본

인 또는 가족들이 만든 옷과 모자, 가방 등을 착용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남자들이 허리에 착용하

는 혁대 모양의 직물수공예품은 세계적으로도 정교함과 섬세함이 잘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그 안에

는 일 년의 농사짓는 시기와 방법 등이 새겨져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통 구전과 직물수공예 전승이 인

정되어 2005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하였다. 필자는 주민이 차고 있던 허리띠와 

FROM                        WHERE TO
WIND

EA
R
TH

WATER

그림1.  노가 없는 배 안에서의 행위미술 "자연에 의해서", 알스터 호수의 쿠뮐렌타이히, 함부르크, 1991년, 마이크헨츠
(prof. Mike Hentz)

전통 모자를 구입하여 퍼포먼스에 사용하였다. 페루 잉카인들이 사용했던 케추아어로 물은 “UNU”이

며 문자가 없는 관계로 알파벳으로 표기되었다. 물 프로젝트의 대단원의 끝을 의미하는 돌(W-PIP가 

새겨진)을 마지막으로 투척했다.   

3.	실크로드의	물과	물	프로젝트

1) 나일강의 물

2009년 나일강의 경우는 물 프로젝트와 함께 별도의 조각설치가 나일강 보호개발청 아스완본부의 

요청과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강의 중간 지점에는 고대유적지와 박물관이 있는 큰 섬 엘레판틴이 있

는데, 동남쪽에 이집트를 대표하는 유적 가운데 하나인 나일로미터가 위치하고 있다. 그 일대는 강바 

닥을 포함하여 모두 적색화강암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섬의 남쪽 끝으  로부터 10여 미터 거리에 

암반으로 이루어진 무인도가 존재하고 있다. 그 한 면에 아랍어 “물”자를 거꾸로 새겼으며, 이 작품

은 “나일의 물”로 명명되었다. 그 시기가 최대 갈수기에 해당하는 3개월의 중간인 12월이었기에 조

각이 가능했다. 그 “물”은 나머지 9개월 동안 강에 잠겨 있다가 갈수기로 접어 들면 서서히 암반이 드

러나면서 거꾸로 된 “물”자가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마침내 완벽한 “물”자가 강 위에 반영되는 것

이다. 많은 관광객들이 아스완을 방문하여 두 가지 물을 감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2.   W-PIP 2013 바이칼 호수, 러시아 / 사진촬영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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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크로드의 물

중앙아시아는 대부분 건조한 사막, 고산과 고원지역,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크고 작은 호수

들과 강들이 있다. 동서를 잇는 몇 가지 교역로 중에 주된 실크로드는 사막과 오아시스 일대의 도시

들을 거치는 문물교역을 위한 길 또는 루트를 일컫는데 물은 중요한 수단이면서 터전을 제공했다. 실

크로드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또한 중요한 것은 중앙아시아 사람들의 기질이기도 하였다. 유연하

고 뛰어난 개방성과 수용력은 다양한 언어와 문자 문화 예술과 종교가 형성하고 발전하는데 기여했

으며 타 문명에 가교역할을 했다. 찬란한 문명의 유지와 전달하는 통로로서 실크로드가 인류의 특별

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동안 실크로드에 속한 많은 지역은 지구온난화와 확장하는 사막화로 물 부족을 

겪고 있다. 이는 유목과 농업 그리고 전통 문화의 보존과 유지에 큰 장애로 작용한다. 앞으로 아름다

운 풍광이 어우러진 적절한 몇 개의 강에서 “실크로드의 물”을 조각 설치하여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서 “두 가지 물”을 보고 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크로드에 

속한 여러 나라의 작가들과 연계하여 물-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물과 환경 문제를 재인식하는 캠페

인을 추진할 것이다. 

그림3   2002-2008 세가지 물, / 토탈미술관, 서울, 2005 미디어 설치(천개의 그릇과 물) / 사진촬영 이강순

4.	문자와	설치미술	

1) 세 가지 물 2004 - 야외 설치조각   

설치물들이 자연적인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문자가 가리키는 대상과의 물리적이고 문화적인 관계

를 스스로 증명하고 규명하도록 되어있다. 설치작품 “세 가지 물”의 야외 설치와 실내설치의 경우가 

그것이다. 야외 설치는 사진과 설치 내용 및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2) 세 가지 물 2002-2008 - 실내 영상설치

문자 “물”이 진짜 물을 만날 때 이 설치작품이 작용한다. “세 가지 물” 은 A와 B로 구분되며, 설치

는 같으나 다음과 같이 작은 차이가 있다. 전시장 바닥에 놓인 1000여개의 그릇들은 물로 가득 채

워져 있다. A의 경우는 거꾸로 뒤집힌 문자 “WATER"를 벽면에 영사하면 그릇 안에 담긴 물 위에 

”WATER"로 반영된다. B의 경우는 거꾸로 뒤집힌 문자 “WATER"를 물이 가득담긴 그릇 위에 영사하

면 벽면에 ”WATER"로 반영된다. 반영된 문자 “WATER"는 물의 증발과 함께 서서히 변한다. 결국 물

이 모두 증발 하면 반영된 문자 ‘WATER" 또한 사라지게 된다. 물의 증발과 반영된 문자가  변화하는 

속도는 기후와 온도 그리고 전시장의 조건과 관람객의 숫자에 달려 있다. 물은 모든 것을 반영하면서 

그 반영된 상태를 표현한다. 물의 양적 질적 변화는 물을 지칭하는 문자 “물”의 변형을 가져오고, 이

는 물과 관련된 문화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관찰한 바와 같이 거꾸로 뒤집힌 문자는 필자의 설치작품과 물 프로젝트 에서 중요한 요

소이다. 한국의 제주도에서는 불의 사용이 많은 부엌, 아궁 이 위의 벽면에 “물”자 또는 바다“海”자

를 백지 위에 써서 거꾸로 붙여 두는 전통이 있다. 물이 쏟아져서 불이 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문자의 힘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바라는 사례이다.

	

5.	끝맺는	말

필자는 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 나라에서 주목할 만한 물 관련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물의 혜택에 감사하며 물의 영속성을 기원하고 또한 물을 삶과 종교와 문화를 연결하는 질료로서 인

식하며 신성시하는 몇몇 나라의 아름다운 선례들이 그것이다. 지구에서 가장 많은 민물을 담고 있는 

호숫가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절수의 지혜도 체험할 수 있었다. 필자가 만났던 물들을 하나하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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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 물들은 주변 환경과 인간의 문화를 각각 독특하게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

이다.

지구온난화가 중앙아시아의 강과 호수의 원천이 되는 빙하를 빨리 녹이고 물의 증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고는 있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보다 문제해결에 앞장서면서 해당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상호협

력을 기대하고 있다. 물 행위설치 프로젝트는 “실크로드 지역의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기원하고 물

의 정신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진행될 것이다. 우리는 물의 물리적인 속성과 힘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물의 정신을 통해서 해결의 단서를 찾을 수는 있다. 물은 다투지 않고 모든 것을 수용하며 주변과 조

화를 이루면서 끊임없이 순환을 한다. 그리고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림4.   W-PIP 2011 만사가르 호수, 인도 / 사진촬영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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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토론 

좌장: 오은경

좌장이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발표자에게: 발표자께서는 새로운 질서와 삶의 방식, 그리고 세계화

와 문화적 통일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역화를 촉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제 생각에 

이 현지화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 쉽게 수행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화의 방향이나 전략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그 방향이나 전략은 어떤 것일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또한 요즘 사람들은 뉴 노

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 코로나 19 이후의 현지화에 대해서 말씀 부탁 드립니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사람들이 지역 식량 경제와 지역 사회에 훨씬 더 많

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챙기는 감동적인 

시위가 여럿 있었고 그들은 비공식적인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서

로를 지지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매우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

도 정상으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항상 급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험하다고 

보는 것은 정부들이 보다 경쟁력 있는 첨단의 세계화 부분을 맹목적으로 지원하는 데에만 갇혀 있다

는 점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발발과 함께 스크린, 예컨대 아마존이나 구글 등에 대한 의존도가 가

속화되었습니다. 국제적 의사소통에 대한 의존과 글로벌 인프라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는 매우 위험한 방향성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문화에서 여전히 입증되고 있는 세대 간 공동체와 함께 

지역사회 기반 시설과 지역 사회에 연결된 사람들의 살아있는 문화를 허용하는 균형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고대 문화의 실크로드에는 여전히 세대 간 연결, 자연과의 연결 및 축하 행사의 전통

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언급한 축제들이 이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실제

로 문화적 구조를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관광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행히도 대부분은 관광이 목적입니다. 더불어 실제 상호 의존적인 인간문화의 대부분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지역화와 세계화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는 문제는 대면 생활문화 경험의 지역 문화적 활력 대 글로벌 롤모델과의 관계, 세계화가 추구

하는 글로벌 아이디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19로 우리 정부들이 매우 경쟁적으

로 첨단 AI 세계화에 지원하도록 허용 한 이후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구상의 광물들은 파괴하

면서 새로운 광물을 찾기 위해 경쟁적으로 화성을 탐사하고자 하는 것 등 말입니다. 우리는 토양, 미

네랄, 생태계의 건강을 회복해야 합니다.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

적으로 더 많은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더 많은 사람들이 솔루션을 찾는 플랫폼을 

만드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위해 경제 발전과 문화 발전을 분

리 할 수   없다는 전체적인 이해와 큰 그림을 위해 호소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계화가 문화와 생태

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야 하며, 이는 문화적 다양성과 생물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생태학적 궤도

를 변경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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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 환경, 그리고 무형유산으로 살펴본 실크로드

좌장이	박성용	발표자에게: 발표자께서는 지난 10년 동안 중앙아시아의 무형유산 연구에 힘쓰셨습

니다. 또한 무형유산이 지속 가능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인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본 회의는 발표자님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으며 발표자님께서 적

극 주도하셨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실크로드 네트워크를 위해 구현하시고자 하는 시스템 종류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 있으십니까? 실크로드 네트워크의 방향성에 대해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박성용: 무형유산의 역할과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자면, 센터는 수 

년간 지속 가능 발전에 기여하는 무형유산의 역할에 대한 많은 사례를 수집해 왔습니다. 또한 이 주

제를 다루는 자료집도 여러 권 발간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ICHCAP 웹사이트를 통해 열람하

실 수 있으며 회원국들의 피드백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형유산이 지속 가능 발전에 미치는 영향

을 간략히 설명하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귀중한 문화자산을 보호 전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무형유산이 문화 관광과 경제 발전, 환경 보호와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오늘날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무형유산은 미래 세대를 위한 

전통지식 및 기타 문화적 자원의 보전과 전승을 강력히 촉진합니다. 이와 같이 지속 가능 발전에서 

무형유산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한 인류의 자원입니다.

실크로드 무형유산의 향후 네트워크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실크로드 네

트워크를 무형유산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포용적 네트워크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네트워크에 대한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이해당사자의 협력 문제와 네트워크 운영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향후 실크로드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더 

많은 피드백을 받아 가면서 향후에도 제 문제들을 매우 정교하게 토론해 나갈 것입니다. 종국적으로

는 실크로드 지역의 집단 지성을 통해 지혜를 터득해 가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실크로드 네트워크의 

모습이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좌장이	알리셔	이크라모프	발표자에게: 첫째, 실크로드 국가 간 무형유산 축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럴 경우 실크로드 국가 간 경제 협력을 통해 큰 경제적 효과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크로드 국가들 간의 연대와 소통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예를 들어, 최근 투르크 평의회가 실크로드 관광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실크로드 비자로 자유롭게 

여행 할 수 있도록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축

제가 상품화되면서 무형유산이 관광 자원으로 발전해 왔는데, 전통적 가치 나 본질적 의미를 잃어 버

릴 우려가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까?

알리셔	이크라모프: 사회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매우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질문 모

두 ‘예’ 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문화 관광과 관련이 있으며 실크로드 국가 간의 연

대를 어느 정도 촉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관광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진정한 목적은 유산 종목을 지역적으로 보호하고 지역 가

치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나 그룹, 또는 우리가 무형유산 실무자라고 부르는 개인의 경우 문화 

관광 전략과 공동체가 유산을 대대로 이어가기 위한 보존 및 혜택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축제의 상품화 가능성과 관련된 두 번째 질문은, 네 맞습니다, 도전과제와 잠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혜택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의 전통은 이제 다른 양식을 통해 변형 되었습니다. 또한 전통은 수시로 변형 될 수 있습니다. 그러

나 상업화는 지역 전통과 사회적 관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민속 활동이 대중, 방문객, 

관광객 만을 위한 것이 될 때, 우리는 민속화에 찬성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문화적 다양성과 생물학

적 다양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과 인간사회의 연결 또한 존중해야 합니다.

좌장이	유동조	발표자에게: 중앙아시아 국가에서는 물에 대한 분쟁이 많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아

무다랴강을 둘러싼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간의 분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랄해의 디플레이션

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발표자님의 설치 예술을 아랄해에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유동조: 수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실크로

드 지역에서 물-행위 프로젝트(W-PIP)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인간이 초래한 일종의 

자연 재해입니다. 우리는 환경 보호를 인식해야 합니다. 설치미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랄해와 

관련된 문제를 미래세대를 위한 긍정적인 교육 경험과 가치로 유용한 예술 캠페인을 전개하고 싶습

니다.

청중	질문: 이번 회의에 중국의 역할이 안보이는 듯합니다. 실크로드 네트워크 구축 측면에서 중국

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박성용: 이번 실크로드 회의에서 여러 발표문에서 중국문화의 역할이 논의되었습니다. 실크로드 

네트워크 유관국가들 중에서 제외되는 국가는 없을 것입니다. 당초 이번 사업을 준비하면서도 공동 

주최기관의 하나인 IICAS는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유관 회원국들을 초대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중국은 실크로드 문화의 중요한 국가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실

크로드 페스티벌을 대상으로 한 1차 설문조사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퍼실리테이터가 일부 국가를 

초청할 수 없었지만, 향후 후속 사업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협력을 위해 중국을 포함한 실크로드 지역

의 회원국 모두를 초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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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타지키스탄 무형유산 보호에 있어 축제의 역할 

딜쇼드 라히미

요약문

2010년 타지키스탄은 2003년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이하 ‘무형유산보호협약’)을 비준했고, 

2년 후 2013~2020 무형유산 보호 프로젝트 법령을 통과시킨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무형유산 보

호, 우수한 전통 회복, 연행자와 장인에 관한 지원, 문화 요소의 접근성 확대, 도서·영화·음반의 연구 

및 제작, 전통축제·문화경연·전시의 주최였다. 축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화적 기능을 담당하고 그

로 인해 축제의 지속성이 보장된다. 축제에서 인간은 사회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경험하고 공동체

의 연대감을 느낀다. 또한 축제는 젊은 세대가 다른 사회 구성원에 대한 책임감을 기르고 규정된 사

회문화적 규범을 준수하도록 가르치는 교훈적인 기능이 있다. 이와 동시에 축제는 심리적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국가나 민족적 정체성을 부여하고 사회통합과 연대감을 형성하여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축제는 지역 공동체에 무형유산을 홍보하는 능력이 있고, 궁극적으로 축제를 개최하거나 축제

에 참여하는 지역 공동체는 문화유산 보호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 축제는 무형유산을 홍보하고 

젊은 세대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회이다.”

타지키스탄의	무형유산

타지키스탄 의회는 2010년 8월 17일 국가무형유산보호에 관한 비준안을 채택하고 유네스코 무형

유산보호협약(2003)의 회원국이 되었다. 이에 따라 타지키스탄의 국가 무형유산목록이 작성되고 현

재까지 5번의 업데이트를 마쳤다.

2012년 5월 31일에는 2013~2020년까지 시행되는 ‘타지키스탄 사람들의 무형유산 보호 프로젝트

에 관한 타지키스탄 정부령’을 발표했다. 타지키스탄 문화부, 타지키스탄 과학 아카데미, 텔레비전·

라디오 위원회, 타지키스탄 지구와 지역의 문화부가 집행을 맡았다. 해당 프로젝트의 목표는 무형유

산이 사라지지 않게 보호하고, 좋은 전통을 되살리고, 전통을 이어가는 연행자와 장인을 지원하고, 

문화 종목들이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연구, 책, 영화, 음반등을 제작하고, 민속 축

제, 문화 대회 및 다양한 전시회를 조직하는 것이다.

프로젝트의 또 다른 활동은 여러 권으로 구성된 무형유산 백과사전을 편집하고 출간하는 일이다. 

현재까지 4권의 백과사전이 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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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름 바마오리프(Ilm va Mariof)’, ‘사피(Safi)’, ‘오담 바올람(Odam va Olam)’, ‘누리 우메드(Nuri 

Umed)’, ‘하프트 페이카르(Haft Paykar)’, ‘라프샨(Ravshan)’, ‘소그드 지역 장인협회(Association 

of the Craftman of the Soghe Region)’를 포함한 여러 공공 기관에서도 타지키스탄 사람들의 무형

유산 보호 및 홍보에 상당한 공헌을 했다.

문화정보연구소가 예술, 도서관 자료, 국가 미디어에 대한 조사 및 연구와 더불어 국가 무형유산의 

탐색, 문서화, 목록 작성을 담당했다.

2016년부터 『타지크 사람들의 무형문화유산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ajik People』시리

즈를 출간하고 있으며, 이 시리즈에는 문화정보연구소 연구원들의 고된 노력의 결과가 반영되어 있

다. 지금까지 9권이 출간되었고 10권이 출간예정이다. 또한, 2017년에는 유네스코 아태무형문화센

터와 공동으로 『타지키스탄의 무형유산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ajikistan』이라는 책 앨범

을 발매했다. 이러한 모든 이니셔티브는 타지키스탄 문화유산의 홍보, 보존 및 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타지키스탄 정부 또한 축하 행사와 축제, 전통 음악인 샤쉬마캄(Shashmakam)과 팔락(Falak)의 날

과 같은 특별 기념일을 지정하여 무형유산을 지원하고 있다.

축제에	대한	짧은	설명

축제는 문화 전통을 선보이고 진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한다. 넓은 의미에서 축제는 특정 행사가 아닌 모든 인간 활동의 표현적 측면을 지칭하는 것일 수 있

다.

축제는 연구자들에게 문화와 관련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많은 경우 축제는 한 국가의 신화, 종

교적 신념, 사회 및 문화 세계에 대한 상징적 정보를 설명하고 이를 극적으로 표현한다. 또한 축제에

서는 전통 의상, 음식, 음악, 민속, 스포츠, 게임 등을 선보인다.

축제의	기능

축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화적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그로 인해 축제의 지속성이 보장된다. 축제

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회 구성원을 경험하고 집단적 연대를 느낀다.

축제는 또한 교훈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다른 사회 구성원에 책임감을 갖도록 젊은 세대를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 규정된 사회적, 문화적 규범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젊은이들은 연장자를 따르

게 된다.

축제는 심리적 차원의 기능도 지니고 있다. 사람들에게 국가 또는 민족적 정체성을 부여하고, 사회

적 통합과 연대를 구축하고, 우정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타지키스탄의	유명	축제

타지키스탄에는 다양한 축제가 있다. 계절별: 나브루즈(Navruz) - 봄의 기념일(3월 21~25일), 메

흐르곤(Mehrgon) - 가을의 추수 축제(10월 15일), 사다(Sada) - 겨울 축제(1월 30일). 요리 축제: 오

시 팔라프(민속 음식), 빵 축제. 음악 축제: 샤쉬마캄(3월 12일), 민속 음악 팔락 축제(10월 10일). 민

속 공예 축제: 디요리 후슨(Diyori husn), 보조리 후나르(Bozori hunar). 전통 의상 축제: 질바이 차

칸(Jilvai Chakan, 전통 자수), 아틀라스(Atlas), 차카마이 게수(Chakamai Gesu). 민속 축제: 안달렙

(Andaleb). 농업 축제: 이디 아살(Idi Asal, 꿀의 기념일), 이디 카르부자(Idi Kharbuza, 멜론 기념일), 

이디 카두(Idi Kadu호박 기념일) 등.

타지키스탄이 독립하던 시기에 사다, 메흐르곤, 사이리 굴리 롤라(Sayri guli Lola, 튤립 축제)와 같

은 이란 사람들의 옛 기념일이 부활했다. 이 때, 이미 존재하면서 실행 가능한 민속 행사들을 기반으

로 기념일이 부활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축제에서	무형유산	종목의	위치

사람들은 축제의 모든 종류의 활동이나 행사에 관중 또는 참가자, 아니면 두 가지 모두로 참여한다. 

축제에서는 관중이나 그 밖의 다채로운 형태로 기념식, 콘서트, 음악, 대회, 음식 전시회, 경연, 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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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식사, 퍼레이드, 공연, 노래, 연설 및 스포츠 등의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개별 범주

마다 장르와 종목이 있다. 예를 들어, 음악은 기악, 성악, 현대 음악, 전통 음악으로 구성될 수 있다.

타지키스탄의 유명 축제 나브루즈에서 가장 많이 선보이는 종목은 봄의 향신채 음식 – 삼부사

(sambusa), 달다(dalda), 카슈크(kashk), 봄의 의상 – 아틀라스(atlas), 아드라스(adras), 이카트

(ikat), 차칸(chakan), 스포츠 - 경주, 레슬링, 줄다리기, 경마이다. 추수 축제인 메흐르곤에서는 주로 

신선한 지역 과일, 꿀, 곡물, 면화를 선보인다. 겨울 축제인 사다는 다가오는 봄을 준비하는 징표로 여

겨지며 여기에는 씨앗, 묘목 전시, 겨울철 음식의 전시와 판매, 다양한 할바와 사탕 같은 간식이 포함

된다. 음식 축제 오시 팔라프(필라프)에서는 주로 필라프 종류의 전통 식사를 선보인다. 원래 필라프

는 타지키스탄 음식은 아니지만,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인기가 있다. 오시 팔라프 축제에서는 최고의 

필라프 조리기, 최고의 필라프 장식, 최고의 당근 커터, 필라프와 그 밖의 요리에 맞는 최고의 노래와 

춤 등을 선정한다.

축제	개최에	있어	지역사회의	역할

사람들이 축제에 참가하는 동기는 여러가지이다. 우선 축제의 주요 주최자들은 스스로를 공동체 

또는 사회의 일원으로 생각하며 축제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장식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데 공헌하려

고 노력한다.

타지키스탄의 축제는 뮤지컬, 아트쇼, 수공예품 전시, 과일, 채소, 음식 등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축제의 각 부분마다 준비와 수행을 담당하는 감독자나 책임자가 있다.

다른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고, 축제의 흥분을 즐기고, 특별한 것을 구입하고, 행사의 참신함을 경험

하고, 사교 활동을 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축제에 참여한다. 문화에 대한 관심이 사람

들이 축제에 참여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타지키스탄 축제는 성별, 연령, 민족, 언어, 종교나 신념, 생활 영역, 기타 범주나 사람들의 속성에 

따른 참여 제한이 없다.

무형유산	보호에	있어	축제의	역할

축제는 전통 행사, 민속, 공연예술, 자연에 대한 지식 및 특정 관행의 실행 가능성을 보호하고 보장

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한다.

무형유산 축제는 일반 대중,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 문화유산 종목을 대중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

들에게 전통 지식과 관습을 전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지역 및 소지역 차원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촉진하여 지역 공동체가 국제 박람회와 축제

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다양한 축제 참여를 통한 지역 공동체의 복지 증진도 언

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전통문화의 특정 종목들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타지키스탄 무형유산 축

제의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례	1.	수마낙파지(Sumanakpazi)	전통

수마낙파지는 나브루즈 축제 때 준비되는 수마낙(sumanak) 음식의 조리를 말한다. 수마낙은 밀싹

에서 추출한 즙에 밀가루 혼합물과 기름을 더해 조리한다. 수마낙의 준비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일정

량의 밀을 잘 씻고 물에 불렸다가 우기에는 비가 내리는 곳에 두고 우기가 아니라면 그늘 또는 습한 

곳에 며칠 두어 밀이 싹을 틔우기를 기다린다.

밀싹이 원하는 크기로 자라면 수마낙 요리 주최자의 집에 3~4명의 여성이 모인다. 밀싹을 절구에 

빻아 즙을 추출하는 것으로 준비 과정이 시작된다. 밀싹즙을 체에 거르고 찌꺼기는 건져낸다. 불 위

에 큰 가마솥을 올리고 가열한 후에 기름을 두른다. 가마솥에 밀싹즙을 붓고 7개의 작은 돌이나 호두

를 넣는다. 7개의 돌이나 호두를 넣는 것은 실용적, 상징적 측면 모두에서 중요하다. 7은 완벽한 숫자

로 여겨지기 때문에 새해가 완벽한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의미이며, 한편으로는 수마낙이 가마솥에 눌

러붙지 않도록 휘젓는 역할을 한다. 수마낙이 가마솥에 들어가면 여자들은 틀북을 들고 다같이 전통 

수마낙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수마낙은 약 8~10시간 동안 밤새 조리한다. 조리가 끝나면 여성 연장자 중 한 명이 수마낙 앞에서 

기도를 하고 주최자의 가족을 위해 그릇에 담는다. 그 후 이웃에도 수마낙을 나누어 준다. 노인, 아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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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빈곤한 가족에 수마낙을 나누어 주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으로 여겨진다.수마낙 요리는 봄의 

전통이며 나부르즈 축제 기간에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사례	2.	전통	스포츠

여러 유명 축제에서 레슬링, 양궁, 염소 잡기, 줄다리기와 같은 많은 종류의 전통 스포츠가 열린다.

타지키스탄의 레슬링 행사와 대회는 나브루즈, 메흐르곤 등의 축제나 국가 공휴일에 열린다. 레슬

링 행사는 들판에서 진행되며 전국에서 많은 레슬링 선수가 모여든다.

부즈카시(buzkashi, 염소 잡아채기) 게임에서는 최대 300명의 차판도스(chapandoz, 승마 기수)가 

모여 경쟁적인 게임을 벌인다. 머리가 없는 염소 사체를 원의 중앙에 배치하고 기수들이 이를 둘러싼

다. 게임의 목표는 사체를 낚아채서 골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선수들만 고된 훈련을 받는 것은 아니다. 부즈카시에 참가하는 말들 또한 경기가 열리는 2~3년 전

부터 훈련을 받는다.

결론적으로 무형유산 축제는 전통문화의 가치를 전달하는 실용적인 방식이다. 각각의 축제와 기념

일은 축제 지식과 관습을 통해 고대로부터 전해진 특정 무형유산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무형유산축제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고 정체성과 소속감을 안겨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행

사이다. 다양한 공동체의 축제를 이해하면 문화 간 대화가 가능해지고 서로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한 

상호 존중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또한 축제는 공동체 내의 연대를 강화하여 사람들에게 자신이 

공동체와 사회의 일부라는 느낌을 안겨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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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키르기스스탄 무형유산 축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

사비라 솔톤겔디에바

요약문

키르기스스탄에서는 다양한 지역 축제가 열린다. 이 축제들이 결실을 볼 수 있게 공동체들은 네트

워크를 조직해서 축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그 결과, 여러 지역 축제가 다국적 행사로 변모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격년으로 개최되는 세계유목민대회로, 이 축제는 크게 성장하여 2018년에는 

77개국에서 약 3,000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세계유목민대회는 문화유산학과 일반적인 무형유산 전

승에 기여했다. 그리고 전통놀이협회는 살부우룬 협회(17개국), 콕보루 협회(10개국), 알리시 협회

(63개국), 키르기즈 크로시 협회(27개국), 토구즈 코르굴 협회(33개국), 에르 엥기시 협회(13개국), 

오르도 협회(6개국) 등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그 결과, 무형유산 축제는 키르

기스스탄에서 해외 관광객들이 찾는 대표적인 명소가 되어 지역 경제는 물론 관련 공동체의 생계와 

번영에도 기여한다. 

키르기스스탄에서 무형유산 축제는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좋은 방법이다. 키르기스스탄의 무형유

산은 풍부하며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 예술, 사회적 관습, 의례 및 제전,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전통 공예 기술 등 모든 무형유산 분야를 아우른다. 축제에서는 예술과 공예, 음식, 민속, 펠

트, 새사냥, 말경기 등 다양한 무형유산 관련 행사가 펼쳐진다. 일례로, 키르기즈 쉬르다기(Kyrgyz 

Shyrdagy) 축제와 오이모(Oimo) 국제 축제는 전통 공예의 지식과 기술을 보호하고 널리 알리려는 

목적에서 조직되었고, 살부우룬(Salbuurun)와 콕 보루(Kok Boru) 축제와 같이 전통놀이의 보호와 

장려를 위한 다양한 맹금류 관련 축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즉흥 예술 ‘아이티시(Aitysh)’와 같은 구

전 전통을 보호하기 위해 열리는 축제를 비롯해 전통 음식과 민속을 선보이는 다른 수많은 축제들이 

있다.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6년 유네스코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을 비준한 이래로 무형유산의 연구, 

장려, 대중화, 전승, 보호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2012년에는 무형유산보호법을 제

정했다 뿐만 아니라 관련 공동체가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증진하고 전승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있다. 그 예로, 대부분의 축제는 보유자들과 연행자들의 주도로 열린다. 따라서 무형유산 축제

는 다음과 같이 관련 공동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무형유산의 지식과 기술의 보호 및 전승 

- 일반대중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형유산 종목의 대중화와 가시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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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공동체의 지역 및 소지역 네트워크 구축 장려(국제 박람회와 축제에서 무형유산 종목 홍보)

- 지역 공동체의 안녕에 기여 

키르기즈 쉬르다기와 유목민 놀이와 같은 축제는 키르기스 사람들의 풍부한 역사와 유목 생활 관

습, 전통의 부활과 보호에 있어 모범사례를 보여준다. 1991년에 키르기스스탄의 독립이후 지역 공

동체에게 자신들의 전통 문화를 되살리고 축하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전국 각지의 

전통놀이 연행자와 지식 보유자들은 서로간의 연대를 구축하는 한편, 전통놀이에 대한 지식 상실과 

전통놀이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 부족 등 키르기스스탄 무형유산의 보호에 있어 직면한 수많은 문

제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알라키이즈’와 ‘쉬르닥’ 전통 펠트 카펫의 경우 사라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 따라서 2012년 키르기스인의 전통 펠트 카펫 알라키이즈와 쉬르닥은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되었다.    

그 당시 이 종목의 보유자와 연행자들은 2013년 키르기스스탄 공예위원회를 설립했다. 공예위원

회는 공예인들의 조합으로 공예기술을 보호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 전통 카펫 유산의 대중화를 위해 키르기즈 쉬르다기 등 다양한 축제가 마련되었다. 축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공예인들에게 발판이 되었다. 축제라는 틀 안에서 전시, 박람회, 마스터 클래스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그 결과, 장인들의 생활수준과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다. 축제가 펠트 카

펫의 제작 지식과 기술을 되살리고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  

매년 나린에서 개최되는 키르기즈 쉬르다기 축제에 전국의 공예인들이 참여하고 관광객들에게 매

우 인기가 높다. 축제의 목적은 키르기스인의 공예와 장식예술을 널리 알리고 카펫 직조 보유자를 지

원하는 것이다. 축제의 성과로 펠트 제품 쉬르닥과 알라키이즈의 품질과 디자인이 향상되었고 전통 

펠트 카펫의 제작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의 수가 점차 늘고 있고 있으며 관련된 마케팅과 관광 사업이 

매년 성장하고 있다. 쉬르닥 펠트 카펫은 지역과 세계 카펫 시장에서 인기 상품으로 농촌 여성들에서 

중요한 소득원이 되었다. 지역과 수출 시장에서 펠트 카펫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유목민 놀이 축제는 전통놀이는 물론 일반적인 무형유산의 생명력, 대중화, 재활성화를 추진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된 또 다른 좋은 사례다. 유목민 놀이는 관련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는 광

범위한 발판이 된다. 

전국의 전통놀이 연행자들은 전통놀이의 문서화와 전통놀이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 제고에 초점을 

맞춘 보호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전통놀이와 그와 관련한 전통지식의 문서화는 2007년 시작되었다. 

연구팀은 현장 조사를 실시해 전국적으로 전통놀이 220건(같은 놀이라도 지역적 다양성을 고려해 별

도로 집계한 경우 375건)을 문서화했다. 동일한 놀이의 놀이규칙과 기술의 지역적 차이 역시 기록하

고 목록화했다. 

지역 공동체와 협회 대표들은 광범위한 문서화의 성과를 일반대중과 공유하고 전통놀이의 다양성

을 축하하기 위해 지방 차원의 유목민전통놀이축제의 개최를 제안했다. 축제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 워크숍

2) 문서화 과정의 성과에 대한 양방향 프레젠테이션 

3) 전통놀이 경연대회  

-   유목민 놀이는 전통놀이의 보호와 전승 발전에 기여했다. 그 예로, 전통놀이 연행자의 수가 2007

년 전국적으로 약 2000명에서 2020년에서는 5만5000명 이상으로 늘었고 공식 및 비공식 동호

회의 수는 2007년 100개에서 2020년 약 1048개로 증가했다. 

-   다른 무형유산 종목과의 연계 구축 및 강화: 전통놀이 연행자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전통 공예

인, 예술가, 가수, 댄서, 공연가 등을 위한 소통의 자리  

-   전통놀이가 재활성화되기 전에는 전통 공예가들은 말등타기 놀이에 사용되는 전통 안장과 말 트

랙, 보드 놀이를 위한 나무 보드, 목재와 석재 펠릿 등 놀이에 필요한 도구와 장비를 만드는 일을 

거의 그만둔 상태였다. 전통놀이를 즐기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장인들은 다시 놀이 도구와 장

비를 만들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목재 공예가와 금은세공사 및 마제공 5000명, 

유르트 제작자 2000명, 칼팍과 엘레체크를 만드는 여성장인 500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자신

의 공예품을 판매하고 있다. 

- 경제적 혜택: 공연을 선보이고 워크숍을 개최하고 공예품을 판매하는 노점 및 전시관 

지방과 주 단위에서 열리는 축제의 결과로 관련 공동체와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2012년 세계유목

민대회(World Nomad Game)를 개최하기에 이른다. 세계유목민대회는 유목 문화의 부흥과 보호를 

위해 마련된 최대 규모의 세계적인 프로젝트이다. 2014년, 2016년, 2018년 키르기스스탄 이시쿨 주

의 촐폰아타에서 열린 행사에 수많은 국가의 전통놀이 연행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2014년에는 62

개국의 선수 1200명이 출전했으며 2018년에는 77개국의 선수 3000명이 참가했다. 세계유목민대

회에서는 전통놀이 프로그램은 물론 박람회, 전시회, 콘서트, 공연 등 민속문화 프로그램도 선보이며 

문화와 전통놀이 분야의 학문연구 발전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와 포럼도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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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목민대회는 문화유산학과 일반적인 무형유산 전승에 기여했다. 전통놀이협회는 많은 나라

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수립했다. 그 예로 살부우룬 협회(17개국), 콕보루 협회(10개국), 알리시 협

회(63개국), 키르기즈 크로시 협회(27개국), 토구즈 코르굴 협회(33개국), 에르 잉글리시 협회(13개

국), 오르도 협회(6개국)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어졌다. 과거 전통게임은 언론

의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프로그램이 발전함에 따라 점차 언론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일례로, 

구글에서 조회하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유목민 놀이와 관련해 1만7100건이 검색된다. 2018년 

제3차 세계유목민대회 기간에는 세계유목민대회 공식 해시태그가 인스타그램에 3만2015건, 페이스

북에서 9만5078건이 올라왔다. 

결과적으로 무형유산 축제는 키르기스스탄의 해외 관광객들이 찾는 주요 명소 중 하나가 되어 지

역 경제는 물론 관련 공동체의 생활과 안녕에도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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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카자흐스탄 무형유산 축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 

한자다 예센노바

요약문

문화유산은 민족성과 진정성, 그리고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된 뿌리 깊은 기원에 관한 인식과 관련이 

있다. 유형유산과 무형유산 모두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추적 요소로 자리 잡았고 둘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보호는 무형유산에서 핵심 개념이다. 여기에는 보호와 보존의 개념은 물론, 많은 청

중과 접할 수 있게 되는 무형유산의 전승이라는 개념도 담겨 있다. 오늘날 무형유산의 생명력과 지속

가능성은 무형유산을 지원하는 재원에 크게 의존한다. 카자흐스탄 국립 박물관에서는 오래전부터 공

예박람회를 개최해왔다. 그 밖에도 지역 축제는 비공식적 전승 수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기존 축제

를 계승하고 새로운 축제를 조직하는 일은 무형유산 관련 보호 활동에서 인식 제고 방법으로 간주한

다. 지역 수준의 행사도 전반적인 인식을 확대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

는 유용한 방법이다. 지역, 국가, 개별 지역의 무형유산을 관광 산업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다. 유형

유산과 무형유산 모두 현대 정보사회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유산은 기억이 보존되는 인간 

삶의 영역으로 지역 주민과 관광 산업에 매력적인 대상이자 유망한 투자 대상이기 때문이다.

문화유산은 민족성과 진정성, 그리고 200년에 걸쳐 형성된 항구적인 뿌리 깊은 기원에 관한 인식

과 지속적으로 깊은 관련이 있다. 문화유산이 유형유산, 무형유산 또는 국가유산 무엇으로 분류되

는지 상관없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문화 자원이자 중추적인 요소가 되었다(Hawkes, 2001). 

2003년 협약1의 정부간위원회에 제출된 정기 보고서에 따르면 몇몇 국가는 의례를 비롯해 구두, 몸

짓, 사례를 통해 전승되는 다양한 지식, 전문 기술, 예술을 유지하는 조치를 채택했고 국가 무형유산 

종목을 유네스코 대표목록에 등재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있었다. 그런 이유로 해당 조치의 실제 이

행이 언제나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뿐만 아니라 은 문화의 물성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역설적이게도 유형유산은 무형유산을 

통해서만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다(Munjery, 2004). 

무형유산에서는 사람과 공동체가 핵심으로, 이는 세대 간의 전승과 ‘미숙련’ 지식, 즉 관습과 경험

을 통해서 획득되는 지식에 일반적으로 기반을 두기 때문이다(Stefano et al, 2012). 따라서 무형유산

은 문화적, 사회적 관습, 의례, 전문 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예술과 공예, 장소를 아우른다. 보

호의 개념이 무형유산의 핵심이다. 여기에는 보호와 보존의 개념은 물론 동시에 광범위한 청중이 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무형유산의 전승이라는 개념도 담고 있다. 지역 공동체와 지자체가 중요한 역할을 

1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이하 2003년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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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공동체는 예술경연대회, 성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공예 워크숍, 콘

서트, 연극, 춤 공연, 공예예술박람회의 형식으로 다채로운 활동과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대체로 순

회 공연하는 예술가나 연행 집단이 참석하거나 새로운 전시회가 열리는 특별한 장소와 관련해 펼쳐

진다.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및 지방 당국과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은 두말

할 나위 없다.  

무형유산 축제는 각 공동체가 보유한 무형유산을 함께 살펴보고 다른 공동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수십 년간 카자흐스탄에서 지역 축제의 전통이 다소 

강화되었다.  

카자흐스탄의 선별한 지역에서 실시한 무형유산 단체 인터뷰의 답변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시작된 

지 3년 미만인 지역 무형유산 축제가 약 52%(51.9)를 차지했고 약 5~7년인 축제는 44.4%였다. 

오늘날 무형유산의 생명력과 지속가능성은 이를 지원하는 재정 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지역 

축제의 37.2%가 지자체 예산으로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았고 23.3%는 문화센터, 14%는 공공협회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협약은 관련 공동체와 이해관계자와 관련해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문화센터와 유네스코 무형유산과가 2006년 도쿄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이 부분을 명시했다. 

이해관계자의 세 가지 주요 그룹을 다음과 같이 나열했다(Naguib, 2013).

(1)   공동체란 무형유산을 연행하고 전승하고 그것과 관련성에서 기인한, 공유된 역사적 관계에서 

비롯된, 정체성과 연결성을 가진 사람들의 네트워크이다.  

(2)   집단이란 단일한 하나의 공동체 또는 여러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며, 이들은 기

술, 경험, 특별한 지식 등 특성을 공유하고 현재와 미래에 무형유산의 연행, 재창조 또는 전승에

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3)   개인이란 특별한 기술, 지식, 경험이나 그 외의 특성을 지닌 하나의 공동체에 속하거나 여러 공

동체에 분산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각기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열리는 공연예술과 스포츠(가수, 음악 연주자, 어린이 놀이 등)의 전

통 경연대회는 문화유산의 전승을 고취하며, 각자의 기술과 전문성을 시연하고 보유자와 젊은 세대

가 더욱 관심을 갖도록 장려함으로써 세대간 대화를 강화할 수 있다. 해당하는 사례로 숏탄티의 바발

라르딘 코진데이 카지에티 돔비라(Babalardyn Kozindey Kazietti Dombyra)와 젠렌다의 비 알레민

데(Bi Aleminde) 댄스 축제가 있다. 지역 극장과 교향악단이 주최하는 지역 예술경연대회의 비율은 

14%에 달한다. 주변 튀르크 지역과 국가(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타르스탄, 바시코르토스탄 

등)에서 참가자들을 초청하는 투르키 알레미(Turki Alemi) 국제 앙상블과 오케스트라 축제, 주바노

브타르 아우에니(Zhubanovtar Aueni) 세계 축제, 민속 악단과 앙상블의 경영대회 등이 있다. 

일부 축제에서는 전통예술 공연2이 뒤이어 펼쳐진다. 악토베 지방에서 열리는 노가일리 다우이리

르닌 질라리(Nogayly Dauirirnin Zhyrlary) 전국 축제에서는 예르 예디게(Yer Yedige)가 연행되어 

전통 가수 지르시(zhyrshy)의 고유한 기술 부흥과 발전을 촉진한다. 울리 달라 안 멘 주리(Uly Dala 

An men Jury)와 아킨다르딘 제티 키리(Aqyndardyn Jeti Qyry)는 각각 구전 민속 시와 노래의 전

국 경영대회와 악토베에서 열리는 지베크 졸리(Zhibek Zholy) 가수 경연대회이다. 유명한 경영대

회로 전통 가수 지르시의 악기 돔비라를 겨루는 잔 세리김(Zhan Serigim)(악토베), 전통 노래 줄디

즈디 젝페-제크(Zhuldyzdy zhekpe-zhek)의 지역 경연대회(제렌다), 제즈키크(Jezkiik) 음악 축제

(카라간다), 그리고 최근 10여 년간 전국의 참가자와 관객을 끌어 모으는 가실라르 우니(Gasyrlar 

uni) 축제(부라바이)가 있다. 리터러리 아르바트(Literary Arbat)(아트바사르)와 울리 달라 사지(Uly 

Dala Sazy) 민속예술 및 음악 축제(키질로르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토르 헤위에르달(Thor 

Heyerdahl)의 이름에서 따온 코스타나이에서 열리는 데시트-토르(Desht-Thor) 국제 축제는 고대 

예술 기술과 현대적인 문화 소통과의 연계를 꾀한다. 

무형유산의 확산에 대한 지역 박물관과 도서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지역 역

사 및 민속 박물관이나 도서관이 현지 축제를 주관한 비율은 11.2%에 달한다. 박물관의 성과로 재창

조된 문화적 맥락에서 지식, 노하우, 예술과 공예가 다양한 형식으로 전시되었고 이는 다른 국가의 

실천에 부합한다(Jackson, Kidd, 2011). 이는 문화역사를 다루는 박물관이 수집, 기록, 보호, 전시, 

교육에 대한 전통적인 의무를 확대하고 무형유산의 박물관학에 새로운 비전과 방법을 수립해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민속 박물관과 도시 박물관, 기타 박물관들은 어린이와 학생 등 다양한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이러한 관점을 고려하고 있다. 박물관은 다양한 형식의 현지 지식, 전

문 기술, 공예와 전통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무형유산을 수집하고 기록하고 보호하고 전시하는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국립 박물관이 오랫동안 공예박람회를 개최해온 역사가 있다(초기에는 알마

티 유네스코 클러스터 사무소의 지원을 받았다). 1997년 이후 10년 동안은 민속 박물관의 감독 하

2 코르키트(Korkyt), 즉흥예술 아이티스(Aitys), 카자흐족의 전통예술 돔부라 쿠이(dombra kuy)가 유네스코 대표목록에 등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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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매년 개최되는 유일한 공예박람회였다. 그러나 2010~2020년에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다양한 행

사가 여러 지역에서 등장했다. 투간 제르-투간 엘 비르 할리크-비르 엘(Tugan Zher-Tugan El. Bir 

Halyk-Bir El) 전국 음식의상박람회가 악토베에서 열린다. 대개 의례와 관습에 관한 전시가 포함된

다. 국가 공예품을 전시하는 카자크 울티크 콜로네르 부임다리(Kazak ulttyk koloner buyimdary)가 

제렌다에서 열리고 공예박람회 달라 오네리닌 세벨리기(Dala onerinin sheberligi)가 소테프노고르

스크에서 개최되며 아크몰라 주 카반바이에서 열리는 키미즈무린디크(Kymyzmuryndyk)에서는 관

광객과 방문객이 마유를 시음할 수 있다. 알마티에서는 관광음식축제 토이카잔(ToyKazan)이 열린

다. 그 밖에도 전통적인 납작한 빵을 만드는 축제(유네스코 대표목록에 등재), 꽃축제, 사과축제, 튤립 

길 축제 등 다양한 민속 축제가 있다.    

그 밖에도 지역 축제는 비공식적 전승 수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통공예를 활성화하고 무형유

산의 자취를 따라가고 농촌 공동체가 음악, 공예, 음식 문화를 연행하도록 장려하는 역할을 할 수 있

다. 일차적인 조사 결과는 공연, 공예, 지역 음식박람회과 예술경연대회가 결합된 전국 및 지방 차

원의 민속 축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 증가를 보여주었다. 울리 달라-코시펜딜레르 알레미(Uly dala-

koshpendiler alemi) 축제(대초원은 유목민의 세상)는 알마티 시 인근의 보랄다이의 사크(Sak) 봉분

이 있는 문화유적지에서 열린다. 이 장소는 유명한 황금 인간(고대 사크의 카간 무덤)이 발굴된 이시

크와 매우 가깝다. 울리타우의 울리 타기짐 NGO(ICH 정부간위원회 등록)는 유목민의 고대 전통 지

식을 주제로 한 국제민속축제 코크마이사(Kokmaysa)를 개최한다. 악토베 주에서 열리는 축제가 두 

가지 더 있다. 울리 지베크 졸린다 장기르간 코크자르 자르멩케시 에트노 축제(Uly Zhibek zholynda 

zhangyrgan Kokzhar Zharmenkesi Etnofestival, 실크로드의 코크자르 박람회)와 다스툴리 무라 장

기리기(Dasturli Mura Zhangyrygy) 지역 축제가 있다. 이러한 축제들의 약 1/3(33.3%)는 마을과 정

착지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유사한 축제의 30.6%는 도시에서 개최되지만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다른 도시나 농촌 지역에서 온 외지인이 방문객의 36.1%를 차지한다. 기존 축제를 계

승하고 새로운 축제를 조직하는 일은 무형유산과 관련한 보호 활동에 해당하는 인식 제고 접근법으

로 간주될 수 있다. 지역 단위의 소규모 행사를 조직하는 것조차 일반대중의 인식을 제고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용한 방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스포

츠와 전국놀이축제가 가장 효과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인다. 전통의 부활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카자흐

스탄 쿠레시(민속 레슬링)와 노란 매 부르쿠트(burkut)3와 고유한 사냥개 타지(tazy)를 이용한 사냥 

관련 전국스포츠축제가 조직되었다. 

3 카자흐스탄은 유네스코 대표목록에 등재된 매사냥, 전통놀이 아시크(Assyk), 쿠레시(레슬링)의 공동 등재국이다. 

민속 축제는 문화관광에 기여해서 관련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에 도움을 주고 무형유산 보호와 지

역 공동체에 재정적인 영향을 준다. 많은 관광지에서 행사와 축제는 관광 상품의 주요 요소다(Getz 

and Page, 2016). 일반적으로 문화 표현은 지역 주민이 담당하는데 이것이 지역 문화 인프라의 일

부로 무형유산의 중요한 특징이다. 관광 상품에 무형유산을 포함시켜 관광 활동에 지역 주민의 참여

를 높인다. 이는 관광 활동의 개발을 통해 지역 주민의 경제활동 증가에 기여한다. 고유한 무형유산

이 존재하고 이를 문화관광의 틀 안에서 관광 활동에 접목시키는 일은 해당 유산을 보유한 국가의 관

광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문화관광과 무형유산의 상호작용은 무형유산을 관광 활동에서 적극적으

로 활용함으로써 해당 유산의 시연과 보존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고유한 새로운 관광 상품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축제를 통해 축제가 없었다면 그곳을 찾지 않았을 관광객과 후원자를 유치하고 미디

어 취재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관광지와 주변 문화 유적지를 홍보해서 방문과 재방문이 이루어지

는 매력적인 명소가 될 수 있다. 

지역 공동체가 협약과 광범위한 네트워크 상호작용의 결과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

는 곳에서 다른 유형의 사회 혁신이 확인되었다(Florida et al., 2002). 레시피 경연대회와 유명 요리

사의 시연 등 축제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통해 현지 농산물 재배자들과 다른 지역의 방문객에게 현

지에서 생산된 재료의 사용법과 현지 산물과 토속 음식을 접목하는 새로운 방식을 선보일 수 있다. 

지역 음식 네트워크는 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식자재의 변화를 수용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네트워크

의 중요한 연결점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유형의 사회적 혁신은 공동체가 현지 산물을 수용하도록 장

려하고 지역 이미지와 문화를 규정하는 데 일조한다는 점에서 더 많은 시사점을 갖는다(Mackellar, 

2005).  

문화와 관광 현상으로 음악 축제와 콘서트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일부 음악 축제는 지역 

관광 전략과 연계되어 있다. 관광지 매력도나 가능성이 언제나 의도한 성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기 때

문에 기획된 행사 대부분이 관광지 매력도나 가능성은 거의 고려하지 않고 개최되는 것은 비단 카자

흐스탄만의 사례는 아니다. 때로는 기획자의 특정한 목적에 따라 열리기도 하고 단지 행사와 관광 사

이의 관계가 수립되지 않을 때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명확한 관광 계획과 종합적인 행사 정책의 부

재로 발생한다. 

공동체 기반 축제가 공동체의 지역 정체성을 확인하고 주민의 자부심을 높인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축제의 다른 가시적인 가치로 전통 보존, 정체성 확립, 정당성과의 연계, 그리고 문화적 연대의 

확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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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에서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또 다른 유형의 무형유산 관련 축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예배 장소는 순례자와 일반 방문객에게 영향을 미치고 광관지에서 제공되는 기존의 인공적이

거나 자연적인 관광 상품과 서비스를 보완한다. 일부 축제는 순례자들을 유치하거나 (종교적 또는 영

적인 의미에서) 성지 순례길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포함되기도 한다. 카자흐스탄의 ‘영적 성지(Sacral 

Geography)' 지도와 그런 유적지 목록을 담은 수많은 개요서가 있지만, 2003년 협약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려는 시도는 아직까지 없었다.

마지막에서 소셜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지향하는 새로운 유형의 카자흐스탄 축제를 언급하고자 한

다. 스피릿 오브 탱그리(Spirit of Tengri)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현대적인 민속음악축제

다. 카자흐스탄은 물론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유명한 국제 문화 프로젝트 중 하나다. 지난 

수년 동안 세계 80개국의 그룹과 연주자가 이 축제에 참가했다. 이 프로젝트는 세계 음악계에서 인

정을 받고 있으며 해외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스피릿 오브 탱그리는 세계적인 음악 포럼 워멕스

(Womex)에 회원들을 소개하고, 국제적인 플랫폼에 소개되는 카자흐스탄의 첫 번째 프로젝트다.   

두 번째 축제는 토이카잔(ToyKazan)으로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들의 우정과 형제애를 

바탕으로 카자흐스탄 음식을 기념하는 매력적인 행사다. 이 축제는 소셜 네트워크의 적극적인 사용

자, 블로거, 사회 운동가, 그들의 가족과 친구, 동료들을 대상으로 한다. 주최측은 글로벌 소셜 미디어

에 대한 링크를 가지고 있으며 2013~2019년에 열린 축제에 대해 후속 보도에 접속한 사람이 약 2억 

8,000만에 달한다. 

관광 서비스 산업에 개별 지역, 국가, 지역의 무형유산을 포함시키는 것은 여전히 적절하다. 유형

유산과 무형유산 모두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들 유산이 기억을 

보존하는 인간의 삶의 영역으로 지역 주민과 관광 산업의 관심을 유도하고 유망한 투자 대상이기 때

문이다. 카자흐스탄에는 무형유산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선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시아

태평양의 풍부한 문화 다양성을 보존하는 일에 현대적인 IT 기술을 도입하기로 한 ICHCAP의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민속예술, 상품과 서비스를 시연하고 홍보하며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개발하는 뛰어

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는 문화 간 대화와 민족 간 소통을 강화하고 민족의 문화적 의미를 국제 

공동체 차원에서 전승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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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민속적 
가치실현과 무형유산의 전승

김주호

요약문

탈과 탈춤은 평등을 실현하고 편견에서 벗어나 계급에 상관없이 사회에서 동등한 주체로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탈춤 축제는 9월 마지막 금요일부터 10일간 개최되며 국내외에서 백만 명 넘게 참가

한다. 세계 유수의 지도자들도 탈춤 축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2세, 미국 조

지 부시 전 대통령 부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축제 현장을 찾았다. 탈춤 

축제에서는 현대와 전통이 함께 어우러져 다양한 색채의 문화가 융합된 대향연이 벌어진다. 탈춤 축

제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협력 도구로 활용된다. 네트워크 기능을 하는 다양한 협회를 기반으로 

젊은 세대에게 전통을 계승하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

1.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탄생과	내용

탈과 탈춤은 인류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문화이다. 세계 어디를 가든 탈을 쓰고 축제를 즐기는 사

람은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사람들은 탈을 통해 자신의 희로애락을 표현하고 가슴 속 깊이 감추

어져 있던 자신만의 세계를 폭발하듯 풀어낸다. 탈을 쓰고 탈춤을 추면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탈 속에서는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속에 감춰진 내면의 세계

를 표현할 수 있고, 탈을 씀으로 남녀노소, 지위, 계급, 인종 등 모든 분야에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안동에는 이러한 탈과 탈춤을 테마로 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하 탈춤축제)이 있

다.

안동문화는 시대적, 지리적 영향으로 시대별로 편중되지 않고, 종교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다양한 

문화들이 온전히 전승되어 오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하회마을, 봉정사, 도산서원, 

병산서원 등 유형문화재와 차전놀이, 하회별신굿탈놀이와 같은 무형문화재들도 잘 전승되어 오는 안

동은 수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지역인 동시에 동양의 미학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800년의 역사를 가진 하회별신굿탈놀이는 반촌인 하회마을에서 전승되는 서민들의 놀이로 마을 주

민들의 삶이 그대로 녹아 있고, 탈놀이를 통해 희로애락을 표출하는 삶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탈놀이

에 사용되는 하회탈(국보 제121호)의 조형성과 예술성은 각 인물의 삶과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

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인의 얼굴로도 대표된다. 즉, 하회탈과 하회별신

굿탈놀이가 가진 미학, 예술성, 대동성, 제의성 등이 접목되어 축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해도 과언

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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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인들은 탈춤축제를 통해 문화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으며, 문화수용과 개발에 안동만

의 가치관으로 재편성하여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 이러한 화합과 공존의 문화적 자산이 탈춤축제를 

가능하게 하는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문화유산의 가치 속에서 정적인 마음의 고요함을 배우고, 탈춤

이 가진 신명을 통해 동적인 발산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안동이 가진 그리고 안동이 만들어 낸 문

화적 자산과 가치로 세계인을 감동시키는 축제가 바로 탈춤축제이다.

탈춤축제는 참가자들의 신명을 돋우고, 비일상의 시간 속에서 활력을 얻을 수 있는 행사로 전 세계

인들의 문화다양성을 보여주는 축제이기도 하다.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중심으로 한국 전통탈춤과 창

작탈춤, 세계 각국의 탈춤 등 국내외 탈춤 단체가 공연하고, 시민과 일반인들도 탈을 쓰고 춤과 놀이, 

경연대회, 대동난장 등에 참가하는 참여형 축제이다. 탈과 탈춤을 테마로 안동만이 가진 가치관과 한

국적 정서를 담아낸 축제로 안동이 만들어 세계인이 소비하고 감동하는 축제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한국 탈춤의 정수를 보여주고, 탈을 쓰면 인류는 모두가 하나라는 축제적 재미를 즐기게 해 

준다. 또한 안동문화에 대한 체험을 통해 한국문화의 정수를 느껴 볼 수 있는 축제로 성장하였다. 탈

춤축제는 지난 1997년 처음으로 시작된 축제로 매년 9월 마지막 주 금요일부터 10일간 안동시 탈춤

공원과 시내 일원에서 개최가 되는 축제이다. 시작부터 문화체육부 10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었

고, 매년 최고의 자리에서 명성을 이어 왔으며,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명예대표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이 되어 매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참여하고 있다.

2.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통한	민속적	가치	실현과	무형유산의	전승

축제의 기본은 비일상이라는 시공간을 통해 지역공동체가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 화합하고 성장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상의 삶 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공간에서 함께 어울려 평등하게 

살아가는 대동사회를 구현한다고 말할 수 있다. 축제는 지역의 공동체가 참가해야 하고, 서로가 하나

가 되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탈춤축제는 이러한 대동의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 왔던 것일까?

전통사회에서 축제나 탈놀이는 비일상의 시간 속에서 민중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면서 더 나

은 세상을 만들었다. 마을 주민들은 탈놀이를 통하여 세상살이를 풍자하고 자신들의 억눌린 감정을 

거리낌 없이 마음껏 발산할 수 있었다. 신분질서가 엄격했던 당시의 사회상으로 볼 때 지배계층의 비

판으로 일관되는 탈놀이가 하회라는 양반마을에서 묵인하에 또는 경제적인 지원 속에서 연희 된 것

이다. 상민들은 탈놀이를 통하여 자신들의 억눌린 감정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으며, 양반들은 상민들

의 비판과 풍자를 통하여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불만을 해소시켜 줌으로서 갈등과 저항을 줄여 상하

간의 조화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서로간의 소통과 상생을 통해 함께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축제는 이제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넘어서 축제를 찾는 모든 사람들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프

로그램이 필요하다. 단순한 공연 관람식의 축제가 아닌 자신이 직접 축제의 주체자가 되어 즐겨보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바로 “탈놀이 대동난장”이다. 축제장을 찾아 자신만의 탈을 만들고, 탈춤 

따라배우기를 통해 탈춤의 기본기를 배워서 탈춤 공연자의 일원으로 직접 춤을 춰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제를 즐겼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몸짓과 춤으로 교감하고 하나 되

는 것이 바로 축제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친 일상의 시간들을 잠시 잊어버리고 평등한 세상을 

이루는 대동사회를 구현하는 것일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13개의 탈춤단체와 시‧도 문화재로 지정된 탈춤단체

들 10여개가 전승되고 있다. 물론 지역별로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소규모로 남아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해안가에서 별신굿의 한 부분으로 전승이 되는 곳도 있을 것이다. 탈춤축제 기간이 되

면 한국에서 전승되는 탈춤단체들은 공연을 통해 탈춤문화를 소개한다. 또한 탈춤축제가 개최되는 

10일간은 “안동민속축제”가 동시에 개최 되고 있어 지역의 대표적인 민속문화인 안동차전놀이, 안

동놋다리밟기, 안동저전농요, 안동포시연 등 다양한 민속문화들이 공개발표회 또는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탈춤축제는 탈과 탈춤을 통한 세계인의 신명을 안동으로 모으는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안동

민속축제는 안동의 전통적이고 가치 있는 독특한 민속문화를 중심으로 안동의 전통문화를 전승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축제의 장을 통해 무형유산의 보존활동을 이어간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탈춤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들을 탈춤축제를 통해서 더욱 구체화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유네스코가 선정하는 인류무형문

화유산으로 한국의 국가무형문화재 탈춤 13종을 포함하여 지역의 시·도무형문화재 탈춤 5종에 대한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탈춤은 무용, 음악, 연극의 요소가 전부 들어있는 종합예술이며, 

특히 관객의 동조나 야유 같은 능동적인 참여까지 포함되어있는 적극적인 소통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탈춤은 시대의 사회, 계급, 도덕적인 모순을 역동적이면서 유쾌하게 풍자하여 그 부조리함을 

드러내는 내용이다. 등장인물의 성격을 과장하고 유형화한 탈을 쓰고 노래와 춤, 연극을 통해 의미를 

전달한다. 하지만, 부조리와 갈등을 드러내고 단순히 풍자하는데 그치지 않고 화해의 춤으로 마무리

되기 때문에 화해와 조화를 응집한 전통유산이라는 가치도 지니고 있다.

세계 곳곳의 탈은 그 탈을 쓰고 춤을 추는 사람들의 얼굴을 닮고 있으며, 그들이 추는 춤은 지역문

화를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탈과 탈춤 그리고 탈춤축제는 매력적인 안동의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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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탈춤축제가 우수한 축제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안동지역

의 지역성과 특수성을 잘 반영하여 축제를 만들어 왔다는 것이다. 순수한 지역의 문화인력들이 축제

의 연출과 운영에 직접 참가하여 축제를 만들어가고 있어 지역의 문화를 대변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지역사회의 새로운 문화로 정착하였다는 것이다.

탈춤축제는 지난 1997년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축제의 시작은 지역의 관광과 연계한 

이벤트성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축제의 명성이 알려지면서 이제는 9월말이 되면 안동에서

는 의례적으로 치러지는 세시풍속처럼 자리 잡았다. 탈춤축제가 다가오면 탈과 의상을 준비하고 흥

겹게 놀 준비를 하는 것이다. 비록 탈춤축제가 아직 완성되거나 정착된 형태의 문화는 아니지만, 그

것은 지역민들의 문화적 합의와 행위를 이끌어 내었으며, 새로운 문화 만들기를 통해 축제 본연의 건

강성과 단서를 충분히 확보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모든 축제는 공동체 성원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한국 축제를 진단하는 기준이라

고 봐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현재 안동시 인구는 약 16만 명으로 17%인 2만 5천여 명이 직·

간접적으로 축제에 참가하고 있다. 축제기간 중 공연자, 운영자, 시스템 업체, 자원봉사자, 상가운영

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제를 지원하고 즐기는 것을 보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안동의 새로운 

축제 세시문화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3.	축제의	가능성과	함께	풀어야	할	고민들

변화하는 시대의 축제 정책이 취해야 할 전략은 사회적 소통과 토론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

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코로나 19에 잘 대처했던 것은 신속

한 선제적 방어와 누구에게나 동등한 정보의 공개였다고 한다. 확진자가 나타나면 그 동선을 공유했

고, 각종 증상과 병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했다. 그 결과 모든 국민은 전문가가 되었고, 스스로

의 위기감에 맞춰 방역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었다. 한국 사회는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

었고, 전 세계가 모델로 받아들이는 방역국가의 표본이 되었다.

축제판의 변화도 코로나 19가 심각한 만큼 심각하다. 하지만 인류가 새롭게 자신을 변형하며 위기

를 극복해 왔듯, 축제 또한 새로운 변형을 통해 변해나갈 것이다. 축제문화는 외부 환경변화에 끊임

없이 적응하여 변화하고 재창조되어 세대간 전해지고 있다. 탈춤축제 역시 잃어버린 한국 근대사에

서 한 편의 이벤트로 출발하였지만 하회별신굿탈놀이가 안동지역에 전승되고 있다는 단서를 가지고 

전 세계의 탈춤을 모아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하였다. 탈춤축제는 지역민들에 의한 기획과 진행, 홍보

와 관광의 연결을 통하여 매년 새롭게 준비하게 되므로 세시풍속으로 자리매김 하게 된다. 안동시민

들은 매년 9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위하여 1년 동안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그것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지속되면서 대한민국 사회 분위기는 마치 먹구름이 가

득 드리운 하늘처럼 어두워져 있다. 축제가 가지는 진정한 본연의 의미를 통해 비일상의 세계에서 새

로운 에너지를 얻어 활기찬 일상으로 전환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축제의 존

립이 위태로운 지금이 우리에게 한국사회의 축제의 취약성을 직면하고, 그 전환과 혁신을 모색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축제의 본질적 가치와 현대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축제만의 기

능과 지역적 정체성을 재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고, 미래 사회의 새로운 축제의 롤 모델에 탈춤축제가 

선도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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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투르크메니스탄 유네스코 무형유산의 미래

쇼하트 주마예프

요약문

실크로드는 그 역사가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실크로드는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다수의 유적을 보유하고 있다. 정치적 영향력과 별개로 투르크메니스탄은 여러 전통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유라시아 루트의 교차로에 위치하여 여러 문화와 문명의 접점으로서 다양한 전

통을 전파했다. 실크로드의 주요 루트는 역사적, 철학적으로 중요성이 있으며 주변 국가들은 매우 우

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수 세기 동안 투르크메니스탄은 유라시아 루트 여행자들의 전달자 임무를 

수행했다. 유엔 2030 어젠다와 관련된 주요 이슈는 유네스코, 유네스코 제도, 전문가와 투르크메니

스탄의 협력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투르크메니스탄은 지속적인 협력을 통

해 유네스코 목록에 더 많은 유산이 등재되기를 고대한다. 아칼테페 말과 알라바이 견종은 투르크멘

인에게 충성스런 친구이자 동반자로서 실크로드 무형유산의 중요한 부분이다.

필자는 이번 웨비나가 실크로드 역사의 광범위한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현재와 

미래의 발전을 정의하는 효과적인 플랫폼이 될 것이라 믿고있다.

그 역사가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대실크로드는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길은 여러 민족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인들의 유대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고대 시대에 여러 

다양한 민족을 결속시켰다. 과거의 요새, 카라반세라이, 역사 문화적 기념물은 여전히 카라반 로드의 

위대한 역사적 순간을 간직하고 있다.

현재 대실크로드는 지리적으로 연결하는 교통로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 인도주의, 철학적 

측면에서 중요하다.

수백 년 동안 투르크메니스탄의 영토는 유라시아 루트의 교차로로서 다양한 문화, 문명, 관습, 전통

이 만나는 지점 역할을 했다. 그리고 오늘날, 투르크메니스탄 역사의 새로운 단계에서 전 세계 동지

들과 함께 시간을 초월한 대실크로드의 가치를 되살리는 중이다.

대실크로드의 역사적 중요성을 연구하고 증진하기 위해 시행한 주요 사업은 진정한 친목, 인도주

의, 선린 우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은 국가와 문화를 연결하는 요인으로서 대실크로드 현상의 대중화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이 주제는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저술한 『투르크메니스탄-대실크로드의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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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kmenistan–Heart of the Great Silk Road』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 책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역사적 사실, 고대 전설과 설화의 발췌 내용, 현대 사건을 담고 있다.

유엔 2030 어젠다 시행과 관련된 국제 현안에서 투르크메니스탄에게 가장 시급하게 당면한 과제

는 투르크메니스탄과 유네스코의 협력이다. 그리고 유네스코 기관과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었다.

특히 최근 투르크메니스탄 내각 부의장이자 외교부장관인 라시드 메레도프(Rashid Meredov)와 

유네스코 사무총장 오드리 아줄레(Audrey Azoulay) 간의 화상 회의에서 방대한 영역의 협력 분야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이 중요하다.

현재 ‘고대 메르프’, ‘코네우르겐치’, ‘니사의 파르티아 성채’, 투르크멘인의 서사시 ‘괴로글리’, 가

무 예술 ‘쿠쉬트뎁디’, 전통 카펫 직조 기술 등의 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목록에 등재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투르크메니스탄은 유네스코와의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번 기회를 빌려 고대 실크로드 시대에 중요한 장소였던 많은 유적이 투르크메니스탄에 여전히 존

재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싶다. 이 독특한 유적들은 과거의 모습을 간직한 뛰어난 건축 걸작인 것이다.

천오백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진 실크로드 시대는 지중해부터 극동으로 이르는 길을 따라 수천

여 개의 유적을 남겼습니다. 그중 다수가 투르크메니스탄에 위치하고 있는데, 메르프, 코네우르겐치, 

아물, 젬(케르키), 세라흐스, 아비베르드, 니사, 데히스탄 같은 도시들이 출현해서 중세에는 실제로 도

시 집적화가 이뤄졌다.

대통령의 지도 아래 투르크메니스탄은 대실크로드의 역사 유적과 민족 문화유산의 연구와 안전, 

그리고 국가적 가치의 발굴, 수집, 증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 문화부 국가보호과 전문가들은 투르크메니스탄 역사 문화 유적의 연구와 복

원에 매진하고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 영토 내의 실크로드를 세계유산목록 연속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에 대해서 동료, 유네스코 전문가와 협의 중에 있다.

무엇보다, 2018년 12월 4~5일에 아시가바트에서 열렸던 제5차	유네스코	실크로드	세계유산	연속

등재	조정위원회	회의에서 13개 유네스코 회원국의 연락기관과 전문가 등 참석자들이 실크로드 유

적지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추가 활동 결정을 발표한 것이 중요하다. 이 결정에는 실크로드 세계유

산 등재에 관한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회원국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실크로드: 자라프샨-카라쿰 회랑’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 등재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등재를 위해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은 중앙아시아국제학술연구소에 이번 기회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한다.

아시다시피 아칼테케 말과 알라바이 견종은 수백 년 동안 투르크멘인의 충성스러운 친구이자 동료

입니다. 둘 역시 대실크로드 무형유산의 중요한 부분이다.

아칼테케 말, 그리고 가장 오래된 견종 중 하나인 알라바이의 보존과 대중화는 세계문화유산 보호

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은 ‘아칼테케 말 사육 기술’과 ‘투르크메니스탄 알라바이 선별 

세부 사항’을 조만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목록으로 등재하기 위해 준비 하고 있다.

내외귀빈,	동료	여러분,

연설을 마치며 저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주최측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웨비나에 참석한 모

든 분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모든 국민의 성공,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고자 한다.

이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준비한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앞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에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를 추진할 국가 유산에 관한 내용인 것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

사드린다.



316 317

실크로드 지역 무형유산 활성화 

06
토론

죄장 : 김성인

좌장이	발표자들에게: 발표자들은 일반적으로 무형유산 축제가 공동체들에 미치는 영향력과 효과

를 언급했습니다. 지역 무형유산 보호는 매우 중요하며, 무형유산 축제는 세계 무형유산을 기념하는 

주요 문화 행사이자, 이를 주최하는 정부의 사회 및 문화뿐만 아니라 경제 관광에도 긍정적 인 영향

을 미쳤습니다. 모든 발표자 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날 무형유산 보호에 왜 공동체 참여가 중요한가

요? 여러분은 공동체가 무형유산의 생산과 보호는 물론 유지와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답했습

니다. 그런 다음 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도 제기했습니다. 관련 단체와 개인이 

무형유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답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작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체 참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문화유산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관심을 끄는 방법과 같은 과제와 도전

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 관한 한 우리는 재정 지원에 대한 의존성을 극복하고 국제기구 및 

공동체와 전략적 관계 및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요컨대, 무형유산에 대한 공

동체의 참여를 촉진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따른 주요 과제는 무엇입니까?

딜쇼드	라히미: (통역 미제공)

좌장이	발표자들에게: 친절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이제 유튜브를 통해 올라온 몇 가지 질문을 소

개하겠습니다. 실크로드 무형유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어디입니까? 

쇼하트	주마에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2분 동안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질문을 다시 해주시면 답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좌장이	발표자들에게:	문제 없습니다. 질문에 관해서는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터키, 몽골,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한국, 키르기스스탄, 이란이 현재 이곳에서 네트워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갑시다. 무형유산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무형유산의 개념 일 수 있습니다.

쇼하트	주마에프: 그에 대해서는 타지키스탄에서 오신 동료 발표자 분께서 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무형유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 전통과 다른 것들을 매우 명확하게 정의한 바 있습니다. 타

지키스탄의 발표자 분께서 아주 명확히 답변하셨습니다.

좌장: 발표자님의 경험과 타지키스탄 고유의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

으로 이론상 무형유산의 범위에는 전통, 공연예술, 사회적 관습과 의례, 축제 행사가 포함됩니다. 때

로는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전통적인 장인 정신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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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합니다. 그래서 무형유산은 매우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지만 제 대답은 전적으로 이론에 근거 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유튜브 사용자의 답변을 다루었습니다. 본 세션은 이제 3~4분 가량 남았습니다. 패널 토

론을 시작에 앞서 저는 이미 작은 마무리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혹시 추가 의견이나 제안이 있습니

까? [패널의 의견이나 제안 없음] 본 세션은 매우 유익했으며 탐색할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여러

분의 발표와 의견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무형유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ICHCAP과 함께 보다 면밀한 

로드맵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제 의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

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여러분을 만나 뵐 날을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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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실크로드 무형유산 네트워크 
타당성 고찰

김상철

요약문

실크로드는 그 역사가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실크로드는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다수의 유적을 보유하고 있다. 정치적 영향력과 별개로 투르크메니스탄은 여러 전통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유라시아 루트의 교차로에 위치하여 여러 문화와 문명의 접점으로서 다양한 전

통을 전파했다. 실크로드의 주요 루트는 역사적, 철학적으로 중요성이 있으며 주변 국가들은 매우 우

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수 세기 동안 투르크메니스탄은 유라시아 루트 여행자들의 전달자 임무를 

수행했다. 유엔 2030 어젠다와 관련된 주요 이슈는 유네스코, 유네스코 제도, 전문가와 투르크메니

스탄의 협력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투르크메니스탄은 지속적인 협력을 통

해 유네스코 목록에 더 많은 유산이 등재되기를 고대한다. 아칼테페 말과 알라바이 견종은 투르크멘

인에게 충성스런 친구이자 동반자로서 실크로드 무형유산의 중요한 부분이다.

1.	문명적	접근	방식에	의한	문화유산	다양성	이해와	유네스코

인류 공동체의 역사에는 새롭게 생겨났다가 멸망한 여러 문명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명은 다양한 

문화유산을 후손에 전하고 주변의 현대 문명과 소지역 공동체에 영향을 주었다. 유라시아 지역의 문

명국가 대부분은 현대 정착 문명의 전통적인 국제무역로에 위치해 중추적 역할을 하던 마을이나 지

역에서 생겨났다. 이러한 곳에는 역사적으로 문명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각 세대가 축적한 문화 

자원이 존재한다. 이처럼 세계의 모든 공동체는 후손이나 미래 세대에 공유하고 전승할 만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고유한 역사적 문화 자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네스코는 역사 유적지의 발굴과 보존뿐만 아니라 미래 인류 공동체를 위한 복

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절차를 위해 유네스코는 인류 공동체의 

문화유산을 축제, 기록물, 무형유산, 언어 또는 사라질 위기에 처한 언어, 동산(動産) 문화재 및 유물, 

전통 공예, 수중 유산, 세계문화유산, 세계자연유산, 생물권 보전지역 및 지질공원의 하위 범주로 분

류한다.

유네스코는 선조 공동체나 직접적 혈통이 아니더라도 역사적으로 초기 토착 집단의 여러 유적지, 

문화재, 유적 등을 문화 전통으로 계승한 여러 지역과 국가의 고고학자, 민속학자, 역사가, 국공립 박

물관 큐레이터와 협력하여 발굴, 보존, 공개 전시 등을 실시했다. 각 문화유산 종목의 배경을 파악하

거나 밝혀내고, 보존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고, 인류 공동체의 문화유산을 공개적으로 전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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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유네스코 프로젝트에서는 세계 공동체의 유명한 지역들을 다루었다. 그러나 인류 공동체의 문

화유산을 미래 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유네스코의 이전 노력과 활동을 살펴보면 개선의 필요성이 드

러난다.

오늘날 문화유산의 다양한 원본 자료나 종목들은 역사 유적지나 유물에서 발굴되어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해 검증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찾아낸 인류문화유산들은 정착 생활을 했던 이전 문명

의 문화유산이나 정착 공동체의 민속 종목과 관련이 있다. 이는 전시나 멀티미디어를 통해 공개된 현

재의 문화유산 대부분이 이전의 정착 문명에서 비롯되었음을 의미한다. 현세대에 전해진 역사적, 문

화적 자원 대부분이 정착 생활을 했던 이전 시대 공동체들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자원이나 역사적 문

화유산이 글로 기록된 덕분에 현세대에 전해질 수 있었다.

인류 공동체의 역사는 정착 문명에 속했던 다양한 공동체의 고대 역사가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기

록되었다. 고대 역사가들의 주요 관심사는 정착 문명 또는 고대 정착 문명 왕조의 각 공동체나 공동

체의 구성 집단이었다. 정착 문명의 문화유산에 관한 대부분의 프로젝트나 연구는 다민족이나 다문

화 공동체 내의 주요 단일 민족 집단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상호작용과 교류의 증가로 인해 

단일 공동체 또는 하나의 국가에는 여러 다민족과 다문화적 요소들이 존재한다. 이는 다민족이나 다

문화 공동체 내의 소수 민족이 지닌 민속 종목들 또는 문화유산은 문화유산 종목 조사나 수집에서 제

대로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다민족 공동체 내의 소수 민족에 대한 연구나 수집 프로젝트를 

본토나 해당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비교하면 소수 민족의 문화적 상호작용과 그로 인한 변화를 

이해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네트워크 접근 방식을 활용한다면 다양한 정착

문화 공동체 간의 문화적 의사소통 및 교류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의 문화유산을 조사, 수집, 보존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또 다른 부분은 21세

기의 유목 공동체 또는 유목민의 기원을 지닌 현대의 정착 공동체이다. 이전 프로젝트에서 볼 수 있

듯이, 무형문화 요소들은 주로 관련 지식과 기술의 미래 세대 전승을 통해 행위나 연행 또는 종목이 

부활되고 세대의 재생산 과정을 통해 유사성을 유지했다.

덧붙이자면, 유목민 전통 공동체의 문화 종목이나 유산들은 주로 구전을 통해 후대 세대에 전달되

었다. 유목민들의 문화 구성요소나 문화적 현상 또는 사회적 과정에서 보여지는 동질성 또는 공동체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면, 유목민 집단이 아닌 유목민 부족의 후손들 사이에 유사점이 발견된다. 이러

한 점에서 유목민 공동체의 문화유산을 이해하려면 주변 공동체와의 네트워크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변 부족이나 집단의 문화유산과 비교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다양한 유목민 집단

과 주변 정착 문명 사이의 문화 확산 또는 상호 작용의 방향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2.	유라시아	실크로드와	문화유산	네트워크의	타당성	

유라시아 대륙의 여러 문화종목과 문화유산은 실크로드의 주요 또는 소규모 무역 경로를 따라 여

러 곳에 분산되어 있다. 이는 실크로드와 그 주변 지역을 따라 정착 문명과 정착-유목 문명 사이에 다

양한 문화적 상호작용과 전파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문명 교류의 역사

에서 실크로드 문화유산을 유형유산과 무형유산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오늘날 실크로드의 많은 역사적 건물과 기념물이 상인들의 숙박시설이었던 카라반세라이

(caravanserai)의 루트를 따라 항구 또는 도시에 세워져 있다. 이토록 오랜 시간 지속된 경이로운 네

트워크 유산은 실크로드를 따라 수천 년에 걸쳐 발전한, 독특하면서도 상호 연결되어 있는 여러 문

화, 언어, 관습, 종교에도 반영되어 있다. 다양한 국적의 상인과 여행자들의 이동은 상업적 교류만이 

아닌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문화 교류를 가능케 했다. 이처럼 실크로드는 초기에 탐험 목적의 기원에

서 벗어나 유라시아와 그 너머의 지역에 다양한 사회를 형성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실크로드의 방대한 무역 네트워크는 상품과 귀중품 이상의 것을 실어 날랐다. 사람들의 끊임없는 

이동과 교류가 이루어지며 지식, 아이디어, 문화, 신념이 널리 전파되고 유라시아 민족의 역사와 문

명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실크로드를 따라 여행하던 사람들은 무역뿐만 아니라 실크로드의 도시에

서 경험할 수 있는 지적, 문화적 교류에 매료되었으며, 이러한 많은 도시가 문화와 학습의 중심지로 

발전했다. 과학, 예술, 문학, 공예, 기술이 이러한 경로를 따라 공유되고 사회에 전파되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언어, 종교, 문화가 발전하고 서로 영향을 미쳤다.

실크로드 문화유산 네트워크가 유용성을 갖추려면 소지역의 협력뿐만 아니라 더 넓은 국제적 차원

에서도 협력이 필요하다. 실크로드는 유라시아 대륙과 다양한 문명 공동체의 복합체이자 연결망 또

는 문화유산이다. 그런 의미에서 유라시아 대륙의 실크로드는 세계 공동체의 중요하고 거대한 문화

유산 저장고이고, 역사적 관점에서 중요한 정착 문명의 정치 통합체나 국가와도 같은 개체이다. 이러

한 배경을 지닌 문화유산 네트워크는 모든 종류의 축제를 홍보하는 데 활용될 수 있고, 하나의 민족 

또는 부족의 차원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실크로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역사의 흐름에 따

라 지정학적 배경의 변화를 거치며 만들어졌다. 이와 유사하게, 중세 초기에도 중앙아시아 대초원을 

가로지르는 여러 강의 네트워크를 통해 광범위한 무역이 이루어졌고, 강의 수위에 따라, 때로는 강이 

완전히 말라 버리게 되면 무역로가 바뀌었다.

실크로드는 또한 유라시아 전역에 종교를 전파하는 기반이 되었다. 실크로드를 따라 전파된 종교

의 한 예로 불교를 들 수 있으며,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얀, 중국의 우타이산,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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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불교 예술과 사찰이 발견된다. 기독교, 이슬람

교, 힌두교,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또한 마찬가지로 널리 전파되어 있다. 실크로드를 지나게 된 여행

자들이 자신이 접한 문화를 흡수하고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 전파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힌두교와 

이슬람교는 인도 아대륙과 아라비아반도의 해상 무역로를 여행한 실크로드 상인들에 의해 인도네시

아와 말레이시아에 소개되었다. 무역로가 개발되고 수익성이 높아짐에 따라 카라반세라이는 필수적

인 숙박시설이 되었고, 10세기부터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카라반세라이의 건축이 증가하여 19세기까

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 인도 대륙, 이란 고원, 코카서스, 터키, 북아프리

카, 러시아, 동유럽에 이르는 카라반세라이 네트워크가 탄생했다.

3.	실크로드	유형문화유산	네트워크:	카라반세라이	루트	사례

실크로드의 내륙 노선에는 상인 여행자와 이들의 이동식 주택을 수용할 수 있게 설계된 카라반세라

이와 대형 게스트하우스, 호스텔이 점처럼 늘어서 있다. 터키에서 중국에 이르기까지 실크로드 국가

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러한 숙박시설은 상인들이 먹고, 휴식을 취하고, 안전하게 앞으로의 여

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상품을 교환하고, 현지 시장과 거래하고, 다른 상인 여행자를 만날 수 있는 정

기적인 기회를 제공했다. 사람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문화, 언어, 생각을 교환했다. 따라서 카라반세라

이는 실크로드의 물 보급지 이상의 역할을 하며 문화의 이종교배가 이루어지는 장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건축물의 초기 사례를 시리아의 오아시스 도시에서도 찾을 수 있다. 기원전 3세기부터 시리

아 사막을 건너는 여행자들의 피난처 역할을 했던 이 유산들은   페르시아, 인도, 중국, 로마 제국의 무

역로가 교차하는 곳에 여전히 기념물로 남아 있다. 무역로가 개발되고 수익성이 증가함에 따라 카라

반세라이는 필수 숙박시설이 되었고, 10세기부터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카라반세라이의 건축이 증가

하여 19세기까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었다. 그 결과 중국에서 인도 아대륙, 이란, 코카서스, 터키, 

북아프리카, 러시아, 동유럽까지 이어지는 카라반세라이 네트워크가 탄생했다. 카라반세라이는 특

히 귀중품을 거래하는 상인들이 위험에 노출된 채 도로에서 밤을 보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 여

정 내에 이상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인도 북부를 지나 파키스탄으로 이어지는 ‘그레이트 트렁크 로

드(Great Trunk Road)’와 같이 잘 관리된 지역에서는 평균적으로 30~40km마다 카라반세라이가 있

다. 또한 카라반세라이는 중앙아시아 전역에 지역 및 세계의 뉴스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예를 들

어, 16세기 무굴 황제 시기에는 인도 북부 그레이트 트렁크 로드의 카라반세라이에 전령 역할의 말을 

공급해 여행자들이 전하는 중요한 소식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실크로드를 따라 문화와 상호 교류의 장을 제공했다는 점이 카라반세라이가 남긴 가장 중

요한 유산일 것이다. 카라반세라이는 여행자가 모여 이야기와 경험을 나누고 궁극적으로 문화, 아이

디어, 생각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길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려면 언어를 배워야 했

고, 상인들의 상품과 이들의 관습, 현지의 음식과 의복, 예절 등이 어우러졌다. 이뿐만 아니라 실크로

드를 따라 종교, 전통, 아이디어가 서로 뒤섞여 카라반세라이 주변의 공동체에 영향을 미쳤다. 중세 

초기에는 중앙아시아를 통해 이슬람이 전파되면서 많은 곳에 모스크가 세워졌고 불교, 기독교, 유대

교도 이러한 경로를 따라 여행했던 종교 학자들에 의해 전파되었다. 이러한 교류의 흔적이 실크로드

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문화에 반영되어 있고 카라반세라이가 있었던 도시들은 위대한 지적, 

문화적 중심지가 되었다. 이러한 예가 사마르칸트, 카즈빈, 부르사, 알레포이며 고립된 경로를 따라 

놓여 있던 도시들이 지역 문명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실크로드를 따라 존재했던 카라반세라이는 실크로드에서 생겨난 새로운 문화의 토대가 되었다. 중

앙아시아 전역에 흩어져있는 수천 개의 카라반세라이는 실크로드를 횡단하는 상인들에게 안전과 휴

식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카라반세라이가 있는 지역에서 커다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다. 동서양의 여행자들을 한 데 불러모으는 역할을 하며 오늘날 중앙아시아 여러 문화의 

기초가 된 문화, 언어, 종교, 관습의 전례 없는 교류를 촉진했다.

4.	실크로드	무형유산	네트워크의	필요성

실크로드를 따라 여러 지역에서 많은 문명유산의 장소가 발굴되고 역사적 건물이나 기념물이 복원

된 후, 이러한 장소는 각국의 국가유산이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며 유명한 역사적 관

광지가 되었다. 이러한 유적지 대부분은 세계 문명사의 유형문화유산이다. 이는 실크로드를 따라 자

리 잡은 정착문명 유적지의 많은 부분이 이미 다양한 범주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크로드의 문화유산이나 문명유산을 유형유산과 무형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실크로드 무형유산은 전통적으로 유목민 지역의 문화유산이기 때문

에 활발하고 폭넓은 현장 조사와 유목민 전통의 민속 종목의 수집 과정이 필요하다.

인간 문명의 상호 교류 역사에서 유목민 공동체는 분리되어 존재했던 정착 문명이나 공동체를 동

시대의 다른 정착 문명과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 유목민 공동체가 없었다면 각각의 현대 정착 공동체

는 정착 문명의 범주로 통합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실크로드 지역을 따라 유목민들의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되살리는 일이 문화 확산과 문화 교류의 방향을 찾아내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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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실크로드의 유목민 공동체를 포함해 주변 정착 문명과 네트워크를 구축한 유목민 공동체들의 

무형유산을 분석하면 서로 다른 문명 공동체들의 문화 격차를 좁힐 수 있다. 유목민 공동체들이 문명

의 상호 연결과 교류의 촉진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무형유산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중앙아시아 지역 소수 민족의 무형 문화재에 대한 연구나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소수 민족 공동체와 역사적 국가 공동체의 비교 민속 연구를 위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여러 연구자들이 중앙아시아 5개국의 소수 민족에 대한 비교 민속 연구

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옛 소비에트 연방 시대에 만들어진 역사적 시각 자원에 대한 이

해를 넓히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이다.

최근 5년 동안 한국, 일본,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을 포함한 아시아 7개국 실

크로드 국가의 전통 무술, 전통 무용, 전통 공동체 놀이에 대한 공동 조사가 진행되었다. 세 가지 영역

에서의 전통 무형 문화재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유라시아 실크로드의 다양한 문명 집단 사이에 문

화적 영향을 주고받은 역학과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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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실크로드 무형유산 네트워크 
운영 관련 주요 이슈

알림 페이줄라에프

요약문

무형유산보호협약이 무형유산 국제협력을 구축하기 위한 규범적 도구이자 기반으로 채택된 이후,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무형유산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

었다. 대부분의 경우 네트워크에는 어느 정도 규정된 게임 규칙이 있고 가입과 활동 시에 모든 구성

원이 ‘게임 규칙’에 동의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목적, 네트워크의 사명, 네트

워크에서 설정한 목표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일부 네트워크에서는 구성원에 대한 의무와 책임

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반면, 다른 네트워크는 좀 더 유연성 있고 많은 자유를 제공한다. 각각의 

네트워크는 성격과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네트워크를 운용 네트

워크, 개인 네트워크, 전략 네트워크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운용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가

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고, 개인적 네트워크는 외부 인맥을 통한 개인적, 

직업적 개발을 목표로 하며 잠재적인 미래의 관심사가 중심이다. 전략 네트워크는 외부와 내부 인맥 

모두를 활용하며, 우선 순위와 향후의 과제를 파악하고 이해당사자의 지원을 얻는 데 필요하다. 운

용, 개인, 전략적 네트워크가 상호 배타적이지는 않지만, 효과적인 리더는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네

트워크를 전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이 프레젠테이션은 실크로드 무형유산 네트워크 운영과 관련한 사안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프레젠테이션 내에서 네트워크의 현재 동향, 기준, 절차 및 네트워크 유형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또한, 여러 무형유산과 관련한 네트워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개별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크로드 무형유산 네트워크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권고 사항을 간단하게 

제시한다.

무형유산은 문화 다양성, 창의성, 지속 가능한 개발의 핵심이다. 미래 세대를 위해 무형유산의 생존

을 보장하려면 무형유산의 보존 및 전승을 담당하고 있는 공동체, 사회단체, 개인에 초점을 맞춰 사

안을 다루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세계화의 발달로 전 세계에 무형유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고, 무형유산과 무형유산의 보호와 관련해 인식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사안에 세계 공동

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03년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이 무형유산 국제 협력을 구축하기 위한 규범적 도구이자 기반

으로 채택된 이후,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무형유산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조율하는 방법, 자금 조달 방법, 실행 가능한 네트워

크를 만들고 활성화하기 위한 참여 기관들의 본질과 관련한 질문들에도 관심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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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가 증가 추세인 상황에서 제도화나 네트워크 방식이 선호 옵션이 될지에 대한 질문도 제

기되었다. 세계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네트워크 방식이 협력의 구축, 프로젝트의 이행, 공동 이니셔티

브에 있어 적절한 접근 방식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네트워크는 분명 새로운 단계의 조직 형태

를 보여준다. 네트워크에 대해 말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공동 네트워크가 아닌 협동 네트워크의 이점

을 강조한다. 협동은 개인과 기관이 가입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전제로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

한 네트워크에서는 목표, 기한, 결과물로 인한 제약이 적고, 실험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지식 

공유가 적극 권장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네트워크에는 어느 정도 규정된 ‘게임 규칙’이 있고 가입과 활동시에 모든 구

성원이 ‘게임 규칙’에 동의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목적, 네트워크의 사명, 네

트워크에서 설정한 목표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규칙들로 인해 네트워크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네트워크 참여 자격이 있는 후보와 회원에 대한 규정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일부 네트워크에서는 구성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반면, 

다른 네트워크는 좀 더 유연성 있고 많은 자유를 제공한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는 성격과 목적에 따

라 서로 다른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네트워크를 운용 네트워크, 개인 네트워크, 전략 네트워크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다. 운용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고, 개인적 네

트워크는 외부 인맥을 통한 개인적, 직업적 개발을 목표로 하며 잠재적인 미래의 관심사가 중심이다. 

전략적 네트워크는 외부와 내부 인맥 모두를 활용하며, 우선 순위와 향후의 과제를 파악하고 이해당

사자의 지원을 얻는 데 필요하다. 운용, 개인, 전략적 네트워크가 상호 배타적이지는 않지만, 효과적

인 리더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 목적으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프레젠테이션에서 첫 번째로 검토된 네트워크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UCCN)이다. 2004년에 출범한 UCCN은 창의성을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전략적 요소로 인식하고 도시 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UCCN은 공예 및 민

속 예술, 디자인, 영화, 요리, 문학, 미디어 예술, 음악의 7가지 창작 분야를 다룬다. 네트워크에 가입

한 도시들은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창의성을 촉진하는 파트너십을 개발하며, 문화 활동 참여도를 높

이고, 도시 개발에 문화가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UCCN의 가입 절차는 지속적으로 진화해 왔다. 해당 네트워크 가입과 관련한 표준화 요청이 최초

로 제기된 것은 2013년 11월이며 표준화된 가입 절차가 2014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해 2015년부터

는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되었다. 가입을 신청한 회원들은 UCCN의 사명 선언문에 명시된 기준을 준

수하고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 특히, 가입 시점의 개발 전략과 창의성, 예술 교육, 창의적 분야의 

역량 구축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네트워크에 가입하게 되면 UCCN의 사명과 목표를 의무적으로 준수하는 것과 더불어 해당 네트워

크의 강령에서 정한 행동 영역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회원 간의 정보 교환과 모범 사례 촉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보장하기 위해 주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 평가 절차와 지침은 2015년에 작성된 

회원 모니터링 지침이라는 별도의 문서로 성문화되어 있다. 회원 도시들은 4년마다 11월 30일까지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국제무용협회(International	Dance	Council,	CID)는 무형유산 네트워크의 또 다른 예이다. 1973

년에 설립된 CID는 무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요 기관과 개인을 한 자리로 모으는 것을 목

표로 한다. CID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네트워크이며 간단한 4단계의 가입 절차가 있다. 가입 과정에

서 직업 프로필을 제시하고, 회비를 지불하고, 확인서를 통해 회원 가입을 확인한다. CID 회원에 대

한 행동 강령은 존재하지 않으며 회원들은 스스로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CID는 성문화된 규

정이 없는 네트워크의 예이며 회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직업적, 윤리적 표준을 준수한다.

세계공예협회(World	Crafts	Council,	WCC)는 1964년에 설립된 비영리 NGO이며 사교, 공예 관

련 수입 창출 활동을 통한 경제적 지원, 교환 프로그램 제공, 워크숍, 학회, 세미나 및 전시회 주최, 전 

세계 공예 장인들에게 격려, 도움, 조언의 제공 등을 목표로 한다. WCC에는 각각 고유한 권한과 특

권이 부여되는 5가지 범주의 멤버십이 있다. 예를 들어 ‘국가법인회원’은 "한 국가 내의 그룹, 파트너

십, 법인, 협회, 재단 또는 기타 조직, 한 국가 내의 WCC 활동과 관련해 해당 국가의 공예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정부 기관, 부처 또는 조직"을 대상으로 하며 완전한 의결권을 갖는다. 개인 회원 또는 

‘WCC의 벗’ 회원들은 개별 장인 또는 공예 장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이며 투표권이 부

여되지는 않지만 낮은 금액의 회비를 지불한다. WCC의 회원 가입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1장짜리 신

청서를 작성하면 지역 집행 이사회에서 이를 검토하고 총회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국제극예술협회(International	Theater	Institute,	ITI)는 연극 예술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 육성을 

위한 국제 교류의 촉진, 기관 간 협업 강화, 문서 수집, 공연예술 정보의 확산을 목표로 하는 네트워크

이며, ‘국립국장(Theater of Nation, 러시아의 주립극장과 혼동하지 말 것)’이라는 이름의 축제를 지

원하는 것 또한 해당 네트워크의 목표 중 하나이다. ITI에는 4가지 유형의 멤버십이 있고, ITI센터가 

네트워크의 기본 구성단위이며 개인과 기관 모두 회원이 될 수 있다. 10개국을 대표하는 16개 기업

이 참가하여 파리에서 처음 개최된 국립극장 축제는 현대 극장들의 국제적 교류, 질적 발전과 다양성

을 촉진하며 전 세계 국제 연극의 주요 행사로 성장했다. 1975년의 규정변화 이후 국립극장 축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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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전 세계를 이동하며 개최되었다. 중국에서 개최된 축제를 마지막으로 국립극

장은 일시 중단되었지만, 여전히 ITI와 ITI센터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협회 사무국은 다음 축제의 개

최를 위해 여러 도시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축제가 지닌 독특한 특징들은 ITI의 절차 규정에 의해 

보호된다.

국제극예술협회 회원은 ITI 헌장 및 협회의 핵심 가치를 준수하고, 국내 및 국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무국과 연락을 유지하고, 연간 기부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협회가 부과하는 특정 의

무에 따라 2년마다 활동에 대해 보고하고 ITI 국제회의에 한 명의 대표를 파견해야 한다.

국제전통음악협회(International	Council	for	Traditional	Music,	ICTM)는 전통 음악의 연구, 연

행, 문서화, 보존, 홍보를 목표로 하는 네트워크이다. ICTM은 7가지 유형의 멤버십을 제공하며 자체 

정기 간행물을 발행하고 1948년부터 개최된 ICTM 국제회의와 같은 활동과 행사를 주관한다. ICTM

의 회원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해 있다. ‘ICTM 국제네트워크’는 연락 담당관이라는 명칭의 개인

과 국가 및 지역위원회라는 명칭의 조직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모두는 ICTM과 전통 음악 및 

무용 관련 개인과 조직 공동체 사이에 연결 고리의 역할을 한다. 매우 잘 조직된 거버넌스와 다양한 

활동(출판물, ICTM 스터디 그룹 등을 포함)이 해당 네트워크의 특징이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ICOMOS)는 유네스코

와 연계된 글로벌 NGO이자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이다. 기념비적 유산의 보존, 보호, 활용, 개선

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 전문가, 실무자, 기관을 한 데 모아놓은 네트워크이다. 현재 ICOMOS는 계층

적 거버넌스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정기 행사를 개최한다. 위원회에서는 회원 절차, 수수료 지불, 규

정의 비준수, 항소, 제재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절차 규칙들을 성문화하고 회원의 ‘윤리 원칙(윤

리적 약속 성명을 대체)’을 발표했다. 그러나 회원들이 강제로 따라야 하는 보고 체계나 의무 규정은 

가지고 있지 않다.

국제음악협회(International	Music	Council,	IMC)는 음악 홍보를 전담하는 세계 최고의 멤버십 기

반 전문 조직이다. 흥미롭게도 IMC는 개인이 아닌 기관들만 회원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회원에게

는 기관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부여된다. 예를 들어, IMC 회원은 각 국가의 음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를 포함한 의사 결정자들의 협력과 지원을 얻어내야 한다. 그러나 회원에 대한 공식적

인 평가 및 보고 절차를 위원회가 가지고 있지는 않다.

다양한 임무, 구조, 절차 규정(회원 정책을 포함)을 지닌 여러 무형유산 관련 국제 네트워크를 검토

한 결과, 실크로드 무형유산 축제 네트워크 조직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권고 사항이 있다. 첫째, 제도

화와 네트워크 방식을 조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실크로드 무형유산 축제 네트워크 사무국의 

본부를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에 두고 일련의 파트너 기관과 개별 전문가들이 네트워크를 구성

한다. 둘째, 과도한 형식화, 복잡한 보고 절차, 장기적으로 유연성에 잠재적 해가 될 수 있는 경직성을 

피하기 위해 절차적 사안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회원을 조율하고, 통솔하고, 축제 준

비를 용이하게 하려면 명확하고, 투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게임 규칙’을 설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의 아이디어, 사명, 목표와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의 지원을 확

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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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실크로드 무형유산 네트워크 활동을 위한 
국제 경험과 노하우

필립 보쌍트

요약문

시오프 정책에 의거, 세계민속축전이 친목 정신에 따라 개최되고 평화 문화를 도모할 때 문화 만남

의 장으로서 목적이 완전히 달성된다. 무형유산은 세대 간에 전승되는 뛰어난 문화이자, 문화 발전의 

원천이며, 문화다양성의 표현이다. 이 새로운 관리 메커니즘은 무형유산과 관광의 통합을 실현한다. 

‘일대일로’ 정책이 시행되면서 실제로 무형유산 보호와 발전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전략적 기회가 제

공되었다. 새로운 문명 주기가 시작하는 시기에 전 세계인에게 새로운 문명을 맞이하는 기회가 주어

진 것이다. 중국, 인도, 비옥한 초승달 지대, 그리고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지중해 등 동양에서 서양에 

이르기까지 4대 문명 발생지가 있다. 그중에서 인도 문명이 더욱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는데, 아시아 

대부분 지역의 문화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또한 인도 문명은 직간접적으로 전 세계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시오프(CIOFF)	축제의	문화적	맥락

세계민속축전은 주로 음악, 무용, 경기, 의례, 관습, 수공예 지식 등의 표현 방식을 통해서 무형유산

을 증진하고 전파하는 수단 중 하나이다.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의 존속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민

속축제는 적합한 문화적 맥락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본 글은 기존 및 신규 세계민속축전에 적절한 문

화적 맥락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 국제민속축전기구협의회(이하 시오프)에서 문화적 맥락의 중요한 

요소로 여기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문화	만남의	장

전통 문화 및 민속 보호에 관한 유네스코의 권고(1989),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2001). 유네스

코 무형유산 보호 협약에 강조된 것처럼 시오프는 무형유산을 문화적 다양성의 원동력이자 지속가능

한 개발의 보장 수단으로 간주한다.

세계민속축전에서는 민속 예술 연행자들이 평화롭고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화합한다. 축제 프로그

램을 통해 참가자는 다른 참가자 등 많은 사람에게 각국의 민속 전통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타

인의 문화유산과 전통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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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오프 정책에 의거, 세계민속축전이 친목 정신에 따라 개최되고 평화 문화를 도모할 때 문화 만남

의 장으로서 목적이 완전히 달성된다.

중국	실크로드의	인류	생활	환경과	무형유산	보호

무형유산은 문화다양성의 살아있는 표현으로 전 세계 다양한 문화권의 문명 간의 대화와 상호 인

식 증진에 기여한다. 중국 정부는 효과적인 보호 정책에 기반하여 무형유산의 특수한 장점을 활용하

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현재 중국은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지방과 민족의 

특징, 시장 잠재성을 지닌 문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무형유산전승인콘퍼런스가 매년 열릴 예정이며, 중국은 회의 참여를 통해 세계와 소통

하고 다른 문명과의 상호 학습을 적극적으로 희망한다.

실크로드의	인류	환경	배경

개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대 실크로드는 중국의 주요 육상교통 동맥으로 국제 교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동양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권과 서구 유럽의 발전된 경제권을 이어주는 실크로드 경제벨트는 

‘거대한 잠재력이 있는 세계 최장의 경제회랑’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경제발전 수준 등 양측의 격

차는 엄청나며, 특히 빈곤 경감 부문에서 도드라진다.

1.	심오한	문화적	역사

실크로드는 수천 년을 거친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으로 역사의 파란만장과 도시의 흥망성쇠를 목

격했을 뿐 아니라, 동양과 서양 문명, 여러 국가의 흡수와 통합을 도모했고 다양하고 풍성한 지역 문

화를 축적해왔다.

실크로드	민속축제의	발전

1.	무형유산	자원

실크로드 경제벨트에는 산시, 간쑤, 칭하이, 닝샤, 신장 등 북서 지역 다섯 개 성과 충칭, 쓰촨, 윈난, 

광시 등 남서 지역 네 개 성이 포함된다. 모두 무형유산 자원이 풍부하다.

2.	민속축제

역사적인 이유로 실크로드 경제벨트가 중국 소수민족 거주 지역에 집중돼 있어서 민속축제는 지역

적, 민족적 색깔이 짙다. 민족 분포, 언어, 생활방식, 관습, 지역 환경, 역사, 문화, 종교적 신념 등이 다

양하므로 축제마다 차이가 크고, 이는 축제의 내용과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노래와 춤은 

민속축제의 백미이다. 민속축제에서는 민족의 관습과 기술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민족의 관습은 

신성함, 함축성, 미학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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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	전략-무형유산	보호	발전의	새로운	기회

1.	무형유산	발전을	위한	국가의	제도적	개혁의	정책	흐름

2018년 4월 문화관광부가 신설되었다. 신설된 행정 조직은 문화와 관광의 포괄적 통합을 실현하고 

나아가 문화 프로그램, 문화 산업과 관광의 통합을 도모한다.

무형유산은 세대 간에 전승되는 뛰어난 문화이자, 문화 발전의 원천이며, 문화다양성의 표현이다. 

이 새로운 관리 메커니즘은 무형유산과 관광의 통합을 실현한다.

2.			지방	활성화	정책,	무형유산이	현대	생활로	통합되는	기회	제공

국가 정책에 따라 실크로드 경제벨트 지역의 무형유산 기술과 전통 관습을 더욱 보호하고 홍보하였다.

3.	문화적	빈곤	경감,	무형유산의	새로운	사명

(1) 빈곤 지역의 전통공예 활성화와 전승인 훈련 강화.

(2) 빈곤 지역에서 워크숍을 시행하는 전통공예 프로젝트에서 뛰어난 전승인과 장인 지원. 

(3) 빈곤 지역 전통 공예품의 디자인, 전시, 판매를 위한 플랫폼 구축.

여러 대책을 연속 시행한 이후,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수공예 무형유산 상황이 상당히 개선되었다. 

한편, 새로운 디자인 콘셉트와 재능 덕분에 전통예술도 점차 살아나고 개선되었다.

4.	무형유산과	예술축제의	발전

최근 국가의 전통문화를 발굴하기 위한 대형 전통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소

수민족 자치구에서 축제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다이족의 

물뿌리기 축제, 야오족의 판왕 축제, 이족의 횃불 축제, 하니족의 장가연 축제가 있다.

5.	무형유산,	친목	교류의	플랫폼

‘일대일로’ 정책이 시행되면서 실제로 무형유산 보호와 발전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전략적 기회가 

제공되었다. 새로운 문명 주기가 시작하는 시기에 전 세계인에게 새로운 문명을 맞이하는 기회가 주

어진 것이다.

다양한	무형유산	문명의	상호	학습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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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	교류

중국 정부는 무형유산 보호와 전승에 중점을 두고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점차 강화했다. 2020년 기

준 중국의 40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무형유산이 중국

과 세계 사이의 문화 교류 플랫폼 역할을 하는 셈이다.

시오프	인도	본부

인도의 무형유산은 5천여 년의 역사를 지닌 문화와 문명에 기반을 두고 있다.

“중국, 인도, 비옥한 초승달 지대, 그리고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지중해 등 동양에서 서양에 이르기

까지 4대 문명 발생지가 있다. 그중에서 인도 문명이 더욱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는데, 아시아 대부분 

지역의 문화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또한 인도 문명은 직간접적으로 전 세계 다른 지

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인도 문명은 인더스강과 갠지스강이라는 거대한 수계의 계곡에서 발달했다. 히말라야산맥에 의해 

날카롭게 경계가 구분된 지형이었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특징을 가진 문명이 탄생했고, 결코 고립된 

문명이 아니었다.

인도 문명은 언제나 역동적이며 멈추지 않는다. 정착인과 무역상은 육로와 해상로를 거쳐 인도에 

도착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 분류 기준을 적용하면 인도의 무형유산, 특히 실크로드 우타르프라데시주의 아

요디야와 바라나시 등 성지 유적 등은 (1) 구전 전통, (2) 공연예술, (3) 람릴라 및 기타 릴라(종류, 특

징 및 역사), (4) 파리크라마/야트라스 성지순례, (5) 의례 및 축제(선별), (6) 전통예술 및 공예, (7) 학

문 전통, (8) 토착 지식 및 전통 치료, (9) 기념물, 우상과 성인과 관련된 장소 및 연행, (10) 독립 투사

와 학자의 출생지 및 기념물 등 10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실크로드에서 열리는 행사와 축제는 지역과 장소에 따라 매우 방대하다. ‘뉴델리 실크로드’를 따라 

여러 축제가 열리는데 정부, 비정부기구 등 여러 조직에서 인도와 여러 국가의 전통춤을 주로 공연한

다. 이러한 축제 덕분에 특정 지역이나 특정 형태의 문화를 조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또한 연중 다

양한 시기에 무형유산이 폭넓게 전시되고 축하할 수 있다.

실크로드 국가들이 참가하여 공연을 펼치는 여러 축제에서 문화가 전파되고 문화 간 격차도 해소

되었다. 또한 시오프 인도 본부는 무형유산 요소를 강조한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시오프	러시아	본부:	문화	관계	발전과	강화	수단의	실크로드

동서양의 긴밀한 문화경제적 교류 구축 및 유라시아 민족의 관계 개선을 위한 문명 역사에 관한 심

도 있고 포괄적인 연구를 목표로 1987년 채택된 유네스코의 ‘실크로드: 대화의 길’ 프로그램은 이 역

사적인 고대 길에 관한 전 세계의 보편적인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초국가적인 세계문화유산 ‘대실크

로드’를 201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포함하기로 결론이 났지만, 러시아 연방(이하 러시아)은 

이에 불참했다.

현대 정치인들은 세계 지도에서 아직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실크로드를 개척 중이지만, 

과학자들은 고대 역사문화적 현상과 관련된 고대 유산을 계속 발굴 중이다. 러시아의 28개 지역이 실

크로드에 위치하므로 실크로드에서 러시아의 존재감은 거대하며 부인할 수 없다.

현재 유네스코의 초국적인 세계유산목록에 현대 러시아 지역을 관통하는 유명한 카라반 로드의 북쪽 

지역(볼가-코카서스 회랑)을 포함하기 위한 등재 신청서 작업이 한창이며, 이는 특히 문화역사적 랜드

마크의 중요성을 증대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유형무산과 무형무산 모두를 보존하기 위해 중요하다.

또한 대실크로드의 역사적 중요성에 대한 심각한 재고는 경제·정치·문화 영역 발전에서 중대한 역

할을 했으며,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관광 인프라의 목적과 방향 설정이 포함된다.

따라서 2016년 12월 개최된 제5차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문화포럼에서 러시아 문화부 차관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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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로바는 하카스 공화국을 

대실크로드 프로젝트의 조정

자로 지정했다. 사안의 이해를 

위해 참고로 하카스 포럼은 러

시아 정부와 문화부, 국제박물

관협의회 러시아위원회의 지

원과 유네스코 러시아위원회

의 후원하에 열리는 연방 수준

의 협의체이다.

2017년에는 이 역사적 주제를 다루는 주요 행사가 러시아에서 열렸다.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하카스에서 열린 제7차 국제문화관광포럼 ‘사회문화적 발전 자원으로서 역사문화 유산’의 주제도 대

실크로드였다. 그리고 9월 18일부터 23일까지 아르칸젤스크에서 열린 전 러시아가 참여하는 창작 

행사 ‘벨코무르: 북극으로 향하는 뉴실크로드’에서는 시베리아와 우랄산맥을 연결하고, 언젠가는 러

시아 북서 지역이 중국과 이어지는 철도 건설을 논의했다.

하카스 포럼에는 ‘대실크로드부터 현재까지 민속문화 무형유산’ 원탁회의가 포함되었다. 회의에서

는 (1) 국가문화유산 대상으로서 국경일, (2) 시베리아 연방관구 민속문화의 보호와 발전을 위한 지역 

관계와 협력의 강화, (3) 쿠즈바스 원주민 문화유산의 보존 및 증진, (4) 사야노-알타이 민족 음악유

산의 가치철학적 기초, (5) 투바 민속 문화와 공예 발전을 위한 국가적 지원, (6) 현대 문화에서 민속 

의상의 기능(하카스 사례를 중심으로) 등 대실크로드 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 민족의 국가문화유산 

보호 및 발전과 관련된 사안들을 논의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은 러시아 민족 무형유산에 대한 국가

적 지원, 주제의 적절성, 그리고 확실한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개발과 방안을 위한 추가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원탁회의 결과, 민속문화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 체제의 개선을 연방 

당국, 지방 당국, 시 당국에 권고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벨코무르 철도의 건설은 50여 개 민족을 이어준다. 동서양(백해-코미 공화국-우랄산맥)을 잇도록 

새롭게 구축한 수송회랑의 문화적 벨트 형성 가능성에 기초한 이 프로젝트의 행사가 아르칸젤스크에

서 열렸다. 코미 공화국과 카렐리야 공화국, 페름 지역, 네네츠 자치구, 아르칸젤스크, 볼로그다, 레닌

그라드, 리페츠크와 무르만스크 지역, 모스크바 등 10개 지역의 창작단과 대표부가 이 행사에 참여했

다. 행사는 2부로 구성됐는데, 러시아 민족 포럼 ‘벨코무르: 문화의 대화’가 비즈니스 영역, 민족문화 

축제 ‘벨코무르 북쪽 이야기’가 창의 영역에 해당한다. 위의 포럼에서는 자작나무 껍질 직조, 일반 직

조, 회화, 도예, 장식용 뜨개질, 레이스 제작 및 기타 장식과 응용 예술 등 15개의 장인 수업이 열렸다. 

민족문화 축제 ‘벨코무르 북쪽 이야기’에서는 전국의 독창적이고 뛰어난 창작단들이 공연을 펼쳤다.

역사와 현대적 측면에서 실크로드라는 주제로 통일된 러시아 프로젝트는 향후 해외 협력기관의 관

심을 받을 것이다. 교통로와 문화적 대화 발전에 관한 연구도 지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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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오프	한국	본부: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의	목적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는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의 정신을 공유하기 위해 시오프 한국 본부

와 협력하여 2001년부터 개최되었다. 2012년에는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위원회에서 45개 국

가가 참여한 안성세계민속축전을 개최하여 안성의 문화를 알리고 공유하였다. 안성세계민속축전은 

한국에서 연중내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62만 명 이상이 안성의 축제 현장을 찾아 즐겼다.

안성 남사당 풍물단을 알리는 축제이다.

- 민속춤과 음악 공연

- 거리 행진

- 전통 민속예술 박람회 및 전시회

- 전통 민속 수공예품과 기념품 판매

- 참가팀 간 문화적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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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유럽 민속 축제 협회가 배운 교훈, 경험과 
지식 공유 - 칼로얀 니콜로프

칼로얀 니콜로프

요약

정보기술의 발전은 인류를 진보시킨다. 고대 시대부터 정보 교환은 기술, 교육, 문화, 생활방식 발

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였다. 교역로는 상품뿐 아니라, 기술, 종교, 문화를 교환하는 가장 오래된 방

식이다. 3,000여 년 동안 실크로드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교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문화

적 교류, 이해, 관용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문화 요소 보존에 기반하여 안정적 관계를 구축하면 발전

에 신선한 자극이 될 것이다. 구체적 목표와 과제에서 국제적인 수준의 문화를 대변할 때 여러 세대

의 노력을 존중하고 새로운 관계 형성에 주목해야 한다.

키워드: 민속축제, 살아있는 문화유산, 전승

서론

현대 축제는 다양한 규모와 중요성을 가진 행사에서 축하하는 방법에 관한 현대 사회의 태도를 보

여준다. 현대 민속축제는 이러한 축하 방법의 일부로 전통 요소와 현대 요소가 혼합된 특수한 성격을 

띤다. 전통의 의미가 표상적인 상황에서 연행 순간에 완전히 표현된다는 논지를 발전시키면 살아있

는 무형유산은 무대 공연을 위한 준비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은 불가피하게 전승으로 이어지는

데, 그 보존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민속축제는 특징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

1. 인류학적 특징

a. 표상적

b. 경쟁적

2. 사회문화적 특징

a. 지역 범위

b. 시간 범위

c. 조직 형태

d. 수행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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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술적 특징

a. 전문가

b. 비전문가

전통문화의 성격에 따라 축제 유형별 분류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

1. 민속축제 개최에 관한 인류학적 특징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a. 경쟁적 성격이 없는/표상적인 민속축제

이러한 유형의 축제는 수반되는 목표와 행사에 주안점을 두고 개최되어 운영된다. 부속 행사에서 

많은 관객을 대상으로 참가자가 보여준다. 개별 마을이나 지역의 전통 축하 행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b. 경쟁적인 민속축제: 다음과 같이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i.  경쟁 요소가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보통 경쟁적 성격에 관한 구조가 불명확하고 참

가팀은 연행 수준에 따라 상장을 받는다.

ii. 경쟁 요소가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1.   연행 평가에 관해 엄격하고 명확하게 설정된 임무와 기준이 있는 축제가 산발적으

로 열리며, 보상 체계가 있는 계층적인 평가 구조가 구축되어 있다.

2. 경쟁적 성격에 관해 동등한 기준이 있고 네트워크에 계층 구조가 있는 축제이다.

2. 사회문화적 특징

a. 지역 범위: 참가팀의 출신지와 축제 중요성 모두를 고려한다.

i. 지방민속축제

ii. 지역민속축제

iii. 국가민속축제

iv. 국제민속축제

b. 시간 범위

i. 주기적 수행

ii. 수행 지속성

c. 조직 형태: 이미 제시된 기준과 함께 자금조달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i.   조직위원회 후원사의 전액 지원: 이 경우, 참가자의 숙식비, 조직위원회의 개최 비용, 축

제 장소 이동 교통비가 제공된다.

1. 지방정부 지원

2. 후원사 및 광고 지원

3. 정부기관 지원

4. 후원사와 기관의 공동 지원

ii. 일부 지원: 이 경우 참가자의 축제 장소 이동 교통비가 제외된다.

iii.   자가 부담: 이 경우 축제 개최비, 교통비, 숙식비 등 참가자의 모든 비용을 참가료나 입

장료의 형태로 참가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iv.   후원사나 지방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자가 부담: 축제 자금지원 합의 내용에 따라, 공표

된 참가료가 감액될 수 있다. 이 방식에서는 대규모로 축제에 참여할 때 지원받는다.

d. 목적:   모든 민속축제의 주요 목적은 민속예술의 교류와 공유, 새로운 만남과 관계, 민속문화

의 증진, 전통예술과 문화를 재창조하여 제공하는 집단의 이익 유지, 미래 세대와의 

공유와 전승을 위한 문화유산 소지자 장려 등이다.

수반되는 목적에 따라 지향하는 바를 짐작할 수 있다.

i. 관광 지향: 축제 지역의 관광과 역사적 사실의 공유 및 대중화

ii. 각 마을이나 지역의 특수한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iii. 지역의 경제 상황 지원

3. 예술적 특징

a.   전문가: 전문 공연인력이 참여하는 축제의 개최 및 운영 방식의 특징은 행사 티켓 판매를 통

한 자금조달을 위해 표준화된 개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b.   비전문가: 비전문 앙상블과 공연인력이 참여하는 민속축제 주최 방식의 특징은 관객의 무료

입장이다.

부속행사

민속축제에서는 부속행사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크며, 그 형식은 다음과 같다.

1. 전시

a. 민족지학적 전시

b. 음식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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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사진 전시

d. 공예 전시

2. 음식 행사

3. 산업 박람회

4. 전문가 수업 및 훈련 코스

5. 콘퍼런스 및 세미나

또한 콘퍼런스, 산업 발표회, 박람회 등 타 행사의 부속행사로 민속축제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무형유산의	디지털화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들어서면서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민속축제 결과를 미래에 사용하기 위한 

홍보와 아카이브 방식이 더욱 편리해졌다. 살아있는 문화유산의 현 상태에 대한 기록은 그 보존과 전

승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축제	네트워크	유형

네트워크는 특징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

1. 인류학적 특징

a. 표상적

b. 경쟁적

2. 사회문화적 특징

a. 지역 범위

i. 국가

ii. 지역 

iii. 대륙 

iv. 글로벌

b. 조직 형태

i. 수동 작업/정보 제공

ii. 능동 작업

c. 네트워크 목표/관광, 일반 목적, 통합

3. 예술적 특징

a. 전문가

b. 비전문가

축제	네트워크	구축

아이디어 공유를 통해 특정한 방향으로 축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약 500회의 민속축제 개

최 경험을 보유한 유럽민속축제협회의 지원을 받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도 축제 횟수 참가 인원

2007 14 6,500

2009 32 10,000

2009 48 14,000

2010 54 19,000

2011 68 23,000

2012 98 36,500

2013 120 38,000

2014 142 42,500

2015 154 46,200

2016 272 81.600

2017 365 109.500

2018 448 134.400

2019 460 144.900
표1. 연간 축제 구성원 및 참가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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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1. 연도별 축제 구성원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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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2. 연도별 참가자 인원

축제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가능성 구성요소로는,

1. 공동 아이디어 공유

2. 협력의 신뢰와 정확성

3. 공동 작업의 자발성 원칙

4. 행정체계 구축

5. 구축한 체계의 이익 가시화

6. 디지털 센터 설립

7.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

8. 구축한 네트워크 구성원의 이익

행사	공유	및	통합	방법

네트워크화된 행사 체계의 이점은 공동 목표를 공유하고 공동 활동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다. 일반적 체계는 개최 과정에서 일반적 전략을 전제로 한다.

1. 다양한 국가 출신 참가팀의 교류

2. 부속 행사로 과학 콘퍼런스 개최

3. 부속 행사로 음식 축제 및/또는 공예 축제 개최

4. 행사에 기반한 축제 방송과 다큐멘터리의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 마련

5. 행사 관련 디지털 인쇄 및 공동 오픈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존	‘실크로드’	축제

실크로드의 결과물은 인류 발전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다. 상품, 문화, 종교, 교리, 기술의 

교환은 현재 마주하고 있는 급격한 발전과 성과의 근본적인 요소이다.

실크로드의 리빙 헤리티지 공통 요소에 관한 민속축제

- 우즈베키스탄: IFF 박시(Bakshi) - 서사시 예술 – 세르비아부터 몽골까지

- 우즈베키스탄: 아틀라스 바이라미(Atlas Bayrami) 섬유 축제

- 타지키스탄: 추수 축제

- 아제르바이잔: 전통공예 ‘민속예술’, 국제 축제 ‘실크로드’

- 가면 축제 등

통합 인물 사례

- 마르코 폴로, 나스레딘 호자

전통 신앙

- 태양신 숭배와 아브라함 종교

전통 공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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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로드’	무형유산	축제	네트워크	구축의	전제조건

객관적으로 실크로드 각 지역에서 열리는 민속 무형유산 축제는 네트워크의 일부이다. 이미 설정

한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수립된 선별·조직 관점이 유일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구축한 체제의 목표

와 원칙의 명확성은 그 지속가능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구축	방법

실크로드 행사 네트워크 조직과 운영에 관한 여러 방법이 있다.

1. 지역의 기존 지방/국제 축제 활용 및 주요 목표 집중 강화

a.   실크로드의 결과로 나타난 문화 공유와 교역에 지역 주민이 기여한 경우 해당 지역에서 전
시회 준비

b. 축제 부속행사로 과학 콘퍼런스 개최

c. 다양한 국가 출신 참가팀의 교류

2. 새로운 민속행사 개최

3. 요구와 상황에 따라 종합적인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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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공동체 네트워크를 통한 
무형유산 축제의 발전 모색 
(기지시줄다리기 축제 사례)

고대영

요약문

줄다리기는 전 세계에서 널리 행해지는 무형유산으로, 특히 벼농사 지역에서 성행한다. 그중에서

도 기지시줄다리기는 문화적 가치가 높다. 매년 4월 둘째 주에 열리는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는 500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 축제는 농경, 어업, 시장의 전통에 기반하며 다가오는 새해의 풍요와 평

안을 기원한다. 줄다리기는 그 지역의 농사, 지역, 사회적 특징이 나타난다. 200미터 길이와 1미터 굵

기의 줄을 사용하는 기지시줄다리기는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 행사이다.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줄

다리기 경기들이 열린다.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건립이 추진되면서 지역의 상징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정부에서 박물관 건립을 지원했다. 박물관이 건립된 후, 줄다리기 행사에 관한 지식

을 다른 나라로 전파하기 위한 노력이 추진되었다. 과거에는 줄다리기 행사를 개최하는 다른 국가와 

교류를 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박물관 개관 이후로 네트워크 구축 차원에서 다른 국가를 초

빙할 기회가 생겼고, 그 결과 아태지역에서 연행되는 다른 유형의 줄다리기도 연구할 수 있었다. 기

지시줄다리기가 잘 알려져 있으므로, 네트워크가 구축된 축제를 통해 다른 문화권의 전통 줄다리기

를 보여줄 수 있는 축제를 구상 중이다.

줄다리기는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널리 분포되어 있는 무형유산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 동남아시

아 여러국가의 벼농사 지역에서 공동체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성행하고 있다. 

한국의 해안도시인 당진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동체 무형유산 축제인 기지시줄다

리기 축제가 매년 4월 개최되고 있다. 기지시줄다리기는 기지시 마을에서 전승되던 500여년 전통의 

무형유산이다. 500여년 전 지역에 닥친 큰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줄다리기를 시작했다는 유래처럼 

기지시줄다리기는 한국 어느지역의 줄다리기보다 공동체의 화합과 협력을 통해 풍요와 평안을 기원

하며 오랫동안 이어져왔다. 또한 기지시마을은 오랜 세월동안 큰 규모의 시장이 있었는데, 시장상인

들이 이 줄다리기를 하나의 축제이자, 시장의 흥행수단으로 사용하면서 더욱 큰 규모로 발전하게 되

었다. 

기지시줄다리기는 다른 민속처럼 제의행사로 소수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줄을 당기기 위해 공동

체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행사로서 지역민들 대다수가 참여한다. 수만명이 모이는 행사이기 때

문에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단체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대표 무형유산이자 ,지역 최대규모

의 축제로 자리매김하였다, 

기지시줄다리기의 도약과 변화의 계기는 2000년 이후부터이다. 당시 문화행사, 지역축제를 활성

화,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행정 지원이 이루어져 행사도 규모화되고, 체계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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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했다. 2004년 일본 아키타현의 가리와노줄다리기와 민간 교류를 시작, 이후 지방정부간 교류

로 이어져 상호 행사 방문이 시작되었다. 또한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2011년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이 개관하게 되었다. 박물관의 건립과정에서 한국 내 다른 지역, 해외의 전통줄다리기에 대한 어느정

도 자료를 축적할 수 있었다. 아울러 축제의 목표 역시 ‘줄다리기를 특화한 전국축제’로 방향을 설정, 

새로운 축제 콘텐츠 확보를 논의 중 우선 한국 내 다른 지역의 줄다리기를 초청하여 시연행사를 개최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동안 기지시줄다리기만 보고 지낸 당진지역에서도 새로운 콘텐츠였지만 줄다

리기라는 전체 맥락에서 어색하지 않은 콘텐츠였기 때문이다. 2012년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에서 한

국 내 몇 개 지역의 줄다리기를 시연하였다. 그결과 관광객들의 호응도가 좋아 매년 초청, 교류하면

서 축제의 대표적인 행사 중 하나로 손꼽히게 되었다. 

아울러, 우리가 초청한 한국 여러 지역의 줄다리기에도 기지시줄다리기를 초청, 시연행사를 개최

하였다. 이러한 구성원들간 교류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 증진과 각각이 주관하는 행사에도 긍정

적인 영향과 발전방향, 즉 행사와 제의의 체계화. 아동에 대한 배려, 안전문제, 사전 안내 체계 등 다

양한 부문에서 각 지역의 행사발전에도 도움을 주면서, 하나의 훌륭한 네트워크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수년간의 움직임은 결국 하나의 공고한 네트워크,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더욱 

발전하여 2014년 한국전통줄다리기 전승단체 연합회가 발족하게 되었다. 

연합회는 한국 내 전통줄다리기 5개 단체를 주축으로 결성하였고, 2016년 1개 단체가 추가로 가

입, 한국 내 6개 단체가 참여하게 되었다. 연합회는 구성원들간의 지속적인 상호이해와 줄다리기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기 위한 역량강화 워크샵, 연합회 소속 단체들의 전통줄다리기 시연행사를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하면서 이를 정례화하였고, 교육자료 제작, 학술조사연구서 발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해외교류 사업 역시 ICHCAP의 지원과 협조로 시작하게 되었다.  

발전의 또 하나의 계기는 2015년 한국의 여러 지역 줄다리기,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총 4개국

이 ‘줄다리기 의례와 놀이’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공동등재된 것이었다. 2012년도부터 공

동등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국가간 상호 소통과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했고, 수차례 국제학술심

포지엄과 조사사업, 등재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실무접촉 과정에서 연구자, 정부관계자, 실무진과 하

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다. 

  이러한 상호 네트워크 구성과 줄다리기라는 무형유산의 가치가 인정받아 결국 2015년 12월에 등

재를 성공할 수 있었으며, 등재 과정에서도 한국이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과 교류와 소통을 통해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무형유산 보호의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등재 이후에도 베트남(2018)과 필리핀(2019)의 전승공동체 현지조사와 교류행사를 가졌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2018년 한국의 전승단체연합회에서 베트남 하노이의 롱빈 앉은 줄다리기 전승

공동체를 방문, 줄다리기 시연 및 교류행사, 전시, 학술행사 등을 개최하였고, 이듬해, 2019년 4월 베

트남에서 한국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에 방문, 시연행사와 자료 기증, 학술심포지엄과 교류행사를 가

지면서 기지시줄다리기축제가 국제적인 행사로 도약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축제의 다

양한 콘텐츠로서도, 세계인이 함께하는 줄다리기의 이미지 구축에도 긍정적 영향을 가져와 향후 더

욱 다양한 국가의 줄다리기, 무형유산과 함께 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캄보디아에 

방문 교류를 추진하고, 기지시줄다리기축제에 한국의 전통줄다리기 공동체와 베트남, 필리핀, 캄보

디아의 전통줄다리기를 초청, 시연행사와 국제학술심포지엄를 계획하던 중 코로나 19로 행사가 전

면 연기, 취소되어 아쉬움이 크다.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점은 우선 상대방에 대한 상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는 점이다. 해당 국가에 어떤 무형유산이 있는지, 역사적 맥락과 특징, 현재 전승 여부 및 지역의 특

징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상대방을 파악해야 한다. 무턱대고 교류에 나섰다가는 사업의 공통분모를 

찾지 못하게 되고, 결국 교류는 네트워크 구성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끝나게 된다. 충분한 

연구와 조사 등을 통해 서로의 접점과 연결고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연구와 조사를 통해 ‘최소한’ 상대방을 어느정도 이해하게 되었다면 연결 매개체가 필요하

다. 줄다리기의 경우는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나아가 ICHCAP의 역할이다. 특히 줄다리기의 경우 

공동체 민속의 특성상 해당 종목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전승자는 거의 드물다. 무형유산 전승자, 전

승공동체가 별도의 직업에 종사하면서 무형유산의 다양한 교류와 네트워크를 구성하기에는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박물관의 역할로 조사와 연구를 진행했고, 학술심포지엄 등으로 

당초 이러한 네트워크 구성의 기초를 확립할 수 있었다. 언어의 문제 역시 그러하다. 처음에는 전문

연구자, 정부관계자, NGO 등의 도움을 받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연결할 매개체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교류를 시작하게 되면 지속적인 교류와 의사결정, 안정적인 행사 운영을 위한 플랫폼이 필요

하다. 단체와 기구를 설립해 지속적으로 모이고,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야 하는 것이다. 줄다리기의 

경우, 전승주체인 보존단체, 축제를 준비하는 지역주민들로 이루어진 축제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

지만, 또 다른 네트워크 플랫폼인 한국전통줄다리기 전승단체연합회를 결성, 매년 정기회의와 공동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기존 단체에서 교류와 네트워크를 구성할 경우 운영과정에서 기존 단체의 이

해관계에 움직이거나, 네트워크가 기존단체의 프로그램에 종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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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서두르지 않고 상호이해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 줄다리기의 경우도 단체를 

결성하거나 행사를 기획할 때 일부 전승공동체가 행사의 취지나 사업형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

이 있다. 그 결과 어느정도 해당 공동체의 입장을 반영하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하여 당초 계획

대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활동함에 있어서도 다양한 영역과 위상의 사업을 구상, 추진하여야 한다. 물

론 축제를 중심으로 한 활동이지만, 상호이해와 장기적인 활동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연구와 조사, 

교류, 상호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뒷받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칫 사업추진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매개체, 즉 전문연구자, 정부관계자,NGO가 주도

하는 네트워크 추진 및 진행 과정에서 전승공동체가 배제되는 일이 빈번함을 기억해야 한다. 물론 처

음에 전승공동체, 전승자들 중에는 충분한 역량강화와 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가 필요한 사람, 공동

체도 많이 있어서 사업의 구상과 진행에 불편함을 줄 수 도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네트워크 구

성과 운영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이자 핵심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참여 유도하고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줄다리기는 처음에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 민속으로, 지역축제로 시작하였으나 한국 내의 

전통줄다리기 종목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국의 대표 전통줄다리기 축제로 발전할 수 있었고, 나

아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베트남, 필리핀 등 다양한 국가의 전통줄다리기까지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세계 속의 줄다리기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물론 줄다리기 역시 국내, 해외의 네트워크를 구성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발전이 기대되는 상황이지, 

아직 분명한 성과를 이룬 것은 아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현재 어느정도 정리된 한국 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의 경우 독특한 전통 줄다리기에 특화된 축제로 발전해야 하고, 이후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네트워크로 확장해야 한다. 또한 단순 시연행사, 공

연, 교류가 아니라 학술, 상호 인적교류, 연구 등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공통분모를 찾기 위한 심화된 

네트워크 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과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는 기지시줄다리기박물

관으로 대표되는 지방정부의 도움과 ICHCAP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 

현재 이러한 네트워크를 기반을 한 축제의 발전을 위해 가장 큰 당면과제는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한 위기상황이다. 코로나19가 물론 하나의 위기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좋은 기회일 수 있다. 그동안 

대면위주의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과 활동에서 낮설지만 비대면, 온라인을 통한 네트워크 활동의 가

능성을 지켜볼 수 있으며, 새로운 콘텐츠의 개발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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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토론

좌장 : 얀 흘라딕

좌장이	참가자들에게: 사려 깊은 발표에 감사 드립니다. 이제 패널리스트 분들과 토론 세션을 시작

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실크로드라는 틀 안에서 무형유산의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얻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또한 실크로드 프레임워크에서 무형

유산의 가장 중요한 움직임은 무엇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알림	페이줄라에프: 무형유산 네트워크의 역할을 강화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더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인식이 제고되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동체, NGO, 다양한 유형의 개별 실무자들이 더 많이 참여하게 되면, 각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와 정

부 이해관계자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공동의 노력을 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얻은 교훈의 경우, 사례들이 거의 개별적이므로 모든 참가자들이 배운 내용을 요약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서로 다른 국가와 다른 지역에서 사용 된 

관행과 접근 방식이 각기 다른 무형유산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가자 중 한 명이 

말했듯이 작은 단계들이 필요합니다.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것은 없었으며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나 사

명으로 우리를 이끄는 접근 방식의 진화는 그 작은 단계들로부터 이루어진 것들 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필립	보쌍트: 알림 페이줄라에프 발표자에게 감사 드립니다. 제가 말하고자 했던 많은 요점을 언급

하셨습니다. CIOFF에는 실크로드와 관련하여 무형유산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네 가지 사

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 중국 정부의 역할은 훨씬 더 관련성이 높습니다. 그들 정부의 역

할은 그들의 공동체에 매우 중요합니다. 반면 한국과 인도에서는 NGO의 행동이 공동체에 훨씬 더 

중요하며 차원이 다른 수준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우리가 미래에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

할 수 있는지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NGO의 수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즈

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과 같은 나라들의 정부의 역할의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 발표

를 더 오래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역할과 우리가 그 나라에서 무

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칼로얀	니콜로프: 감사합니다. 물론 오늘날 무형유산은 매우 중요하며 특정 목표에 대한 지식의 교

환과 연결되는 무형유산은 자연과 문화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확대 될 것입니다. 무

형유산은 실크로드의 벨트로 차별화됩니다. 무형유산을 통한 지식 교환의 역사가 있으며, 무형유산

은 인류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에서 배우는 것은 미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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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게 매우 중요하며 인류를 위해 살아남아야 합니다. 무형유산에 관심을 갖고 발굴할 조직을 신설

하는 것이 미래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화 교류를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철: 제 경우에는 대부분의 문화유산이나 무형유산 조사가 문명의 일면에 초점을 맞추고 각 조

사나 프로젝트가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이웃 무형유산을 비교

하는 시도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네트워킹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며, 네트워크 수준별로 무형유산에 

대한 학문적 비교 과정을 통해 문명화와 교류를 위한 또 하나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좌장이	발표자들에게: 그 밖에 논의 할 사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국가 입법의 조정과 같이 

2003년 협약에 따른 다양한 목록에 관한 문제를 제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립	보쌍트: 우리는 무형문화유산협약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12 

월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지난 9월 파리 회의에서 무형유산 종목에 대한 NGO의 역할을 

포함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유네스코와 당사국들과 함께 할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NGO는 전 세계적으로 또 각국에서 무형유산 종목을 전달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당사국 

및 국가위원회들과 함께 할 일이 매우 많습니다. 유네스코국가위원회 및 NGO들과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하는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싸

움입니다. 그러나 세계의 무형유산 종목을 보여주는 것은 실제로 축제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형유산 종목에 대해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하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나라에 수많은 공

동체들이 존재하기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무형유산 종목과 관련하여 유네스

코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미래에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좌장이	알림	페이줄라에프	발표자에게: 2003년 협약 및 실크로드 문제에 대한 목록을 전문적으로 

어떻게 작성합니까? 예를 들어 실크로드에서 등재 주관과 관련된 협력 및 상호 작용을 어떻게 분석 

할 수 있습니까?

알림	페이줄라에프: 우선 실크로드, 실크로드 구성 요소의 가치 또는 속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것

은 수년 동안 행해졌고 아마도 우리가 실크로드를 연구하고 실크로드에 대한 연구가 끝날 때까지 계

속 될 것입니다. 실크로드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협약 목록 등재를 위해 계속 연구하면서 실크로드

를 연결하는 것은 점진적인 과정이며 전문가 차원에서, 정치 또는 정부간 차원 모두의 협력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축제와 무형유산의 전체 범위와 같은 네트워크의 본질은 

서로 다른 표현이 진화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메커니즘을 해결하기 위해 촉진되고 강화되어

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작업하고 있으며, 그것은 단지 협상과 영감에 대한 토론의 문제 일뿐

입니다. 왜냐하면 보쌍트 회장께서 언급했듯이 국가가 통치하는 방식에 따라(정부 통제가 더 많거나 

적거나 다른 행위자에 따라) 접근 방식은 물론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엄격한 수직적 권

력이 존재하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우리는 이해관계자와 지역 당국으로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입

니다. 시도해야 할 여러 가지 방법과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으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

야 합니다. 이렇게 폭 넓은 답변을 드려 죄송 합니다만, 이렇게 접근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좌장이	알림	페이줄라에프	발표자에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답변은 실크로드 프

로젝트에 참여하는 각 국가들 모두에 해당하는 보편적인 대답은 없기 때문에 각국이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좌장이	참가자들에게: 저는 지금 모든 패널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패널 토론의 제목이 “실크로

드 무형유산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협력과 연대” 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더 언급할 수 있을지 스

스로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보쌍트 회장께서 하신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는 협력

과 연대에 있어서 여러 국가위원회들의 중요성입니다. 단지 보조금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

다. 훨씬 더 중요한 지식 공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국가위원

회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칼로얀	니콜로프: 저는 무형유산 분야에서 매우 열심히 일하는 유네스코 불가리아 국가위원회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불가리아에는 동유럽의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또 다른 센터가 있으며, 

불가리아 소피아의 남동부 유럽 16개국을 대표합니다. 카테고리 2 센터와 국가위원회 모두 국가적 

필요와 유네스코 목록에 등재되어야 하는 모든 종목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

니다. 실크로드 벨트의 국가위원회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

다. 서로 다른 수준의 지식을 인정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직위원회가 필요하고 다양한 지식뿐만 아니

라 이 수준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위원회는 무형유산 분야뿐만 아니라 유네

스코의 모든 협약과 협력하고 있으며, 그 관계는 모두 매우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야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형유산 분야에서는 무형유산 종목이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다

양하고 강력한 공동체와 함께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좌장이	참가자들에게: 이제 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안

전하고 안녕 하시기를 바라며 대단히 감사합니다.



368 369

실크로드 무형유산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사업 모색

실크로드 무형유산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사업 
모색

Ⅳ



370 371

실크로드 무형유산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사업 모색

01
실크로드 무형유산 네트워크 활동의 범주와 
양태 그리고 발전 가능성

허권

요약문

‘실크로드’는 길이자 뿌리이며 고정된 개념이 아닌 역동적으로 여전히 확장하는 다의적 개념이다. 

실크로드는 학문적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20세기 말 실크로드는 평화와 이해의 상징으로 통

했다. 하지만 현재는 남용, 상업화, 정치적 오용의 위험에 처해 있다. 또한 실크로드 주변 국가들은 세

계화와 상업화로 인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그 결과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 정의와 목표 국가/지

역, 회원국,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근성, ICT 콘텐츠 생산 격차, 정보 업데이트 및 유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네트워크 개선을 위한 제언으로 정보공유 역량 강화, 정보 품질 개선, 민관협력 프로그램 기획 

및 시행이 있다. 우리는 ‘실크로드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전문가/학계 협력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와 ‘새로운 과학적 접근방법을 지원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크로드의	복잡한	의미

‘실크로드’는 길이자 뿌리이며 고정된 개념이 아닌 역동적으로 여전히 확장하는 다의적 개념이다. 

실크로드는 학문적 관점이나 시대적 시각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학자들은 실크로드의 개념이 4단

계에 걸쳐 발전했다고 주장했고 서구 유럽 중심의 역사적 관점에서 수용되기 시작해서 오늘날에는 

널리 받아들이고 있다.  

실크로드는 상징의 아이콘이다. 모든 정책들처럼 실크로드 역시 시대적 요구에 따라 나타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20세기 말에는 민족 간의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강조되며 등장했다.    

실크로드에 대한 인식은 감상적이다. 신비롭고 호기심을 자아내며 낭만적인 감상을 불러일으키기

에 충분하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정서적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실크로드를 거쳐 한국 문화의 기원과 

닿고자 하는 한국은 그 상징성이 다른 민족에 비해 보다 특별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크로드의 실제 모습은 이런 감상적인 차원을 넘어선다. 극한 자연환경이 도처에 도사리

고 있다. 역사적으로 실크로드는 상품이 오가고 생활양식을 교류하는 무역의 장일 뿐만 아니라 전쟁

과 무력의 침략 경로로 사용되어 평화적인 사용과 파괴적인 사용이 공존하는 역사가 있다. 

‘실크’라는 상징적 단어가 너무 커서 다른 중요한 문화적 요소들이 묻히거나 희석될 가능성이 크다. 

실크로드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문화현상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

다. 개인적으로 실크로드보다는 ‘동서양 대로(Great East-West Route)’라는 단어를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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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학자들이 언급했듯이 실크로드의 개념은 굴절되었다. 실크로드가 특정 국가나 집단에 의해 

정치화 도구로 악용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해야 한다. 진정한 문화간 이해, 

협력,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실크로드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실크로드	국가들의	문화	변혁

오늘날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실크로드 국가들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일부는 과거 소련연방체

제 하에서 전통 문화가 상당히 소실되었고 동서냉전체제가 붕괴된 후에는 대다수 국가가 서구의 시

장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함에 따라 또 다른 사회적 변혁을 겪었으며 수 세대를 걸쳐 이어온 과거 전통

과 문화 역시 변화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토지 사업으로 인해 인구이동이 이루어진 일부 지역

에서는 양과 염소를 키우던 광활한 녹지가 사라지고 수 천년동안 이어 내려온 유목 문화의 기반이 흔

들리고 있다.   

대다수의 실크로드 국가들 역시 예외 없이 세계화의 영향을 받는다. 곳곳에서 도시화가 빠르게 진

행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가족문화의 체제가 붕괴되고 있다. 도시로 이주하는 인구가 급증하고 농촌 

인구는 점점 줄어들어 도시 인구는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다. 부의 불평등, 슬럼화, 비위생적인 생활

환경 등 다양한 도시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도시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은 힘든 전통적 

생활방식보다는 편리한 현대적 도시생활을 선호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많은 지역에서 우려되는 점은 상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도로망과 통신의 발전

이 자연친화적인 전통문화의 소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크로드 국가에서 발견한 문제는 이들 국가가 특히 무형유산 분야에서 기후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자연을 기반으로 한 의례, 신념, 종교, 미적 가치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실크로드	무형유산	네트워크	

오늘날 실크로드는 평화와 문명 공존을 위한 가교의 상징으로 강조된다. 실크로드 무형유산 네트

워크는 특히 무형유산이 살아있는 유산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을 기반으

로 한 매우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네트워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실크로드 네트워크와 공동 활동의 성

격과 범위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고려해야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1) 프로젝트의 향후 운영을 위해 ‘실크로드’를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   현재 유네스코 실크로드 온라인 플랫폼에 참여한 국가는 유라시아 대륙을 비롯해 아랍, 유럽,  

아프리카 국가 등 54개국이다. 

- 실크로드의 연속 및 다국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현재 10개 정회원국과 17개 가입국 

- 2014년 팀 윌리엄스의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실크로드 주제 연구 보고서 

-   이에 따라 프로젝트 대상국을 중앙아시아로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지역까지로 제한할 것인

가? ICHCAP가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등 대부분의 국가와 다양한 무형문화 협력 프로젝트를 수

행하고 있으므로 네트워크의 다른 새로운 파트너 국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네트워크를 전문가 위주로 구성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 대표로 한정할 것인가? 네트워크는 누

가 운영할 것인가? 각국의 2~3명 대표자가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배타적인 메커니즘으로 할 것

인가? 

(3)   네트워크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수행할 것인가? 네트워크는 그 자체가 오프라인이다. 실

질적인 협력과 교류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확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공간, 시간, 예산 등 실질적인 제약이 많다. 

(4)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접촉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

통신기술의 격차, 콘텐츠의 공유 및 활용에 있어 또 다른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한다.  

(5)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은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성공한 일부 사례

가 있다. 하지만 정보관리시스템이 완성되지 않는다면 데이터베이스의 유용성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 시스템 네트워크가 갖는 자체적인 문제보다는 유지관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 자체의 취

약성에 따른 몇몇 문제가 있다. 수집된 정보의 정확성, 공유 언어로 번역, 기본 정보의 재처리, 

백과사전적 정보에 대한 일반대중의 무관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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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협약을	위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의 필수적인 모든 활동은 2003년 협약을 기반으로 하며, 이는 무형유산의 중요한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 즉 가시성 제고에 있다. 2003년 협약을 제정한 이후 중앙아시아를 비롯해 대부분의 

실크로드 관련 국가들이 유네스코와 C2 센터의 지원을 받아 협약에 가입하고 자국의 무형유산을 보

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협약 제19조, 제20조, 제21조는 당사국의 협력과 지원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협약 제19조는 협약에 참여하는 국가들 간의 협력 사항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무형유산 보호를 위

한 다양한 정보와 경험의 공유, 공동사업 시행 및 당사국 지원을 위한 원조 체계의 확립을 포함한다. 

무형유산은 인류 모두의 공동 유산이고 관심사이므로 양자 간, 소지역, 지역 및 국제적으로 적극적

인 협력을 당부하고자 한다.

소지역, 지역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 공동 협력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네트워크는 협력의 출발점이자 동인이다. 실크로드 무형유산 네트워크는 실크로드 관련 국가들과 협

력해 국가와 지역의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와 경험의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본	방향	및	협력의	한계

‘실크로드’는 지역이 광범위하고 관련국의 정치적, 사회경제적 체계가 상이해 공동 협력을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다. 

1.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위한 다른 유형의 프로젝트를 개발해야 한다. 

2.   협력의 정신은 가능한 계속 이어가야 한다. 2003년 협약의 핵심 정신은 상호존중과 다양성 인정

이다. 

3.   성공적인 협력이 되기 위해 네트워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방향으로 상호보완적이고 독립적

인 활동을 개발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온라인을 통해 오프라인 정보가 확산되는 선순환 협력 

네트워크가 되어야 한다. ICHCAP의 무형유산 링크와 같은 정보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예산과 인력의 제한을 두고 공동 프로젝트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실크로드 네트워

크는 지역이 광범위하고 관련국의 정치적, 사회경제적 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공동 이익을 추

구하기가 쉽지 않다. 

5.   프로젝트 성과는 지역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의 보편적 가

치를 강화하는 데 일조해야 한다. 

6.   공동 프로젝트는 연구, 홍보, 출판, 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유네스코와 

지역사무소, 관련 C2 센터, 연구기관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협력의	범주

1. 정보 배포 역량의 강화 

실크로드 무형유산 네트워크의 정보는 크게 행정정보와 학술정보, 두 가지로 나뉜다. 

- 유네스코 실크로드 온라인 플랫폼

- ICHCAP 데이터베이스

- 국제중앙아시아연구소(IICAS), 우즈베키스탄

- 국제유목문명학연구소(IISNC), 몽골 

유네스코가 운영하는 실크로드 온라인 플랫폼은 실크로드와 관련한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

인 온라인 서비스이다. 현재 사회변동관리(Management of Social Transformations, MOST) 프로젝

트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전 세계 54개국이 참여하고 다양한 정보 가운데 무형유산 

종목(무형유산 대표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ICHCAP는 2012년 설립 이후 중앙아이사아의 무형

유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비롯해 행정정보와 학술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국제중앙아시아연구소와 

국제유목문명학연구소는 그 성격상 학술정보 제공에 주력하고 있지만 정보량이 아직 충분한 수준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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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실크로드와 관련한 무형유산 정보를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유네스코 대표 

기관들 간의 조율이 필요하다. 현재, 아시아태평양 전역을 담당하는 ICHCAP가 실크로드 무형유산의 

핵심적인 정보 허브로서 가장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정보의 질적 및 양적 개선

최고 수준의 무형유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앞

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 NGO가 교육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정

보를 주기적으로 생산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일반 정보 

•최신 정책 정보 

•새로운 IT 기술을 위한 콘텐츠 개발 

현재 유네스코와 ICHCAP의 데이터베이스는 대체로 대표목록과 각국의 무형유산에 관한 기본 정

보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백과사전적 정보에 대한 중요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과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세계가 협력하는 중요한 의제에 관한 특별 연구는 실크로드 지역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가능하면, 목록화 사업은 보호 위기에 처한 유산에 대한 정보수집에 집중할 것을 권장한다. 

•특별 주제: 기후 변화, 젠더, 청소년, 공동체, 사회 변화 등 

•성공적인 모범 사례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무형유산 

•경제, 사회, 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 

   - 평화, 통합, 포용, 응집력 등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탈맥락화, 상업화, 통제를 벗어난 관광 등 

특히 비대면 소통의 시대에 발맞춰 박물관, 아트센터, 초중등학교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청각 콘

텐츠의 공동 제작을 강화해야 한다. 

•콘텐츠(사진, 비디오) 

•IT 기술을 활용한 무형유산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 -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3. 장려 및 파트너십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가 되기 위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을 결합해야 한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식 제고 행사를 계획해야 한다. 또한, 무형유산에 대한 감수성 

지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와 언론에서 청소년의 관

심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장려한다. 

(1) 청소년 무형문화 감수성 향상 프로젝트: 콘텐츠, 경영대회 등 

(2) 실크로드 교육을 위한 도서 시리즈: 종교, 음식, 맛, 향신료, 주택과 건축, 의상 등  

(3) 유럽문화도시와 비슷하게 투어를 하는 무형유산 축제, 영화제, 엑스포 

(4) 기념일/주간과의 연계: 특별한 유엔/유네스코/WTO 기념일-물, 산림, 관광 등 

(5) 미디어 협력: 무형유산 주간, 새로운 미디어 

(6) 청년예술가 창작 이니셔티브, 캠프, 컨버전스, 플럭서스 등 

지금까지 실크로드 무형유산 네트워크가 수행할 각종 협력 사업의 방향과 범주를 개략적으로 살펴

봤다.  

공동의 목표가 명확할수록 성공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 네트워크를 통해 계획

되는 다양한 정보 생산, 보급, 홍보 프로젝트 역시 ‘함께하는 인식’의 통일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실크로드에 대한 연구는 시기적절하게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대개 서유럽 학자들이 실시한 초기 연구는 고고학, 미술사, 무역에 초점이 맞추었다. 그러나 1980

년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학문 분야에서 벗어나 정치, 사회, 경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실크로드를 

바라보는 종합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 다학제간 접근을 통해 둔황 연구와 실크로드 지역 

연구 수립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사례로 유네스코가 유엔의 ‘세계문화발전 10년(1988~1997)’의 

일환으로 추진한 실크로드 종합 연구가 있다. 프로젝트 이름의 ‘종합’에서 알 수 있듯이 종합적이고 

다학제간 관점을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따라서 실크로드 무형유산 네트워크가 지금까지 진행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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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연구의 테두리 안에서 협력할 것인지, 아니면 글로벌한 관점에서 문명의 탄생, 교류, 영향을 연

구하는 문화적 관점을 지향할 것인지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다. 

실크로드	무형유산	네트워크와	유네스코	활동의	연관성

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사업성과에 대한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간 조정위원회의 존

재가 바람직하다. 또한 유네스코와 협력하는 고위급 공동 회의가 공동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 조직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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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실크로드 지역의 축제 관련 협력 방안

자한기르 세림카노프

요약문

문화를 복잡하고 다층적인 현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문화적 요소나 표현은 유동적으로 이동하

여 다양한 국지적 환경에 적응하므로 항상 반드시 민족 정체성의 표지인 것은 아니다. 또한 새롭게 

등장한 ‘공유 문화유산’ 개념을 통해 우리는 민족의 문화유산 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

는 긍정적인 잠재력을 드러낸다. 실크로드의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문화를 연결하는 목표는 (1) 가치

관, 지혜, 창의력을 공유하는 즐거움의 성취, (2) 문화와 민족 간 상호 이익과 공감의 양성, (3) 방대한 

지역의 다채로운 문화유산의 공통점 모색이다. 센터와 국제중앙아시아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이

번 무형문화예산 실크로드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은 다양한 이해당사자 기관과 집단의 지원과 행동

이 필요하다. 실크로드 무형유산 네트워크를 위해 두 가지 옵션을 고려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유럽축

제협회 경험을 활용한 자체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고, 두 번째는 신규 네트워크 청년 관리자가 참여

하는 특별한 무형유산 축제아카데미 설립 준비를 위한 유럽축제협회와의 협력이다.

문화를 복잡하고 다층적인 현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문화적 요소나 표현은 유동적으로 이동하여 

다양한 국지적 환경에 적응하므로 항상 반드시 민족 정체성의 표지인 것은 아니다. 또한 최근 등장한 

‘공유 문화유산’ 개념을 통해 우리는 민족의 문화유산 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는 엄청

난 긍정적인 잠재력을 드러낸다. 실크로드의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문화를 연결하는 목표는 (1) 가치

관, 지혜, 창의력을 공유하는 즐거움의 성취, (2) 문화와 민족 간 상호 이익과 공감의 양성, (3) 방대한 

지역의 다채로운 문화유산의 공통점 모색이다.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와 국제중앙아시아학연구

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무형문화예산 실크로드 네트워크 구축 행사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기관과 

집단의 지원과 행동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협업을 위한 네트워크 원리에 관한 논문(J. Wei-Skillern, N.Silver, in Foundation 

Review Journal, 2013)에서 저자들이 대조를 통해 네트워크 구축을 설명한 것처럼 네트워크적 사고

방식은 성장에서 사명에 대한 집중으로, 통제에서 신뢰에 대한 집중으로, 자신에서 타인에 대한 집중

으로, 자원 축적에서 자원 공유에 대한 집중으로, 세부 내용에서 전체에 대한 집중으로 전환을 의미

한다. 이렇게 도식적인 양분화는 네트워크 구축 과정의 양상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에 대하여 상당히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새롭게 알려진 네트워크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보장하고 네트워크의 고귀하고 숭고한 사명을 달성

하게 하는 수단과 방안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본 실무회의에 초빙된 전문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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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려고 한다. 그 내용은 크게 광범위하지 않으며 여기서 제시하는 방

안의 시행을 위해 세부 내용과 정확한 방법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가 

이 문제에 처음부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형유산 축제에 관한 현 상황에 관한 결론과 

가정은 주로 아제르바이잔에서 시행한 연구에 기초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언급되는 문제와 해결 방

법은 비슷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1. 국제 협력·협업 모색 간소화를 위해 축제의 온라인 활동 지원 및 정보풀 구축

조사에서 일부, 특히 소규모 축제에 기초적인 인터넷 시설만이 있고 예전 자료의 온라인 아카이브

조차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준 템플릿에 적합한 네트워크 구성원의 공통 확장 

디렉토리/데이터 베이스에서 유연한 검색 파라미터와 태그가 가능하고, 협업 관련 소식을 알리고 홍

보할 수 있는 게시판이 관리된다면 네트워크가 크게 개선될 것이다.

2. 관객의 적극적인 참여 형태를 예술적 생산, 프로그램 구성, 토론, 자원봉사로 강화

문화적 생산, 전승, 소비, 그리고 이 현상들의 혼합 형태에서 나타나는 참여적 가치의 핵심 개념은 

문화의 다른 어떤 영역보다 무형유산과 잘 양립한다. 최근 등장한 기술과 미디어 융합에 관한 담화를 

빌리면, ‘참여적 문화’는 “모든 저자의 공유와 협업”을 암시한다. 헨리 젠킨스(Henry Jenkins)는 저

서 『참여적 문화의 도전에 맞서기Confronting the Challenges of Participatory Culture』(2009)에

서 이 개념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타인과 함께 창작물을 창작하고 공유, 타인과 함께 창작물을 창작하고 공유하는 행위를 강력히 

지지, 유경험자의 지식이 초임자로 전달되는 비공식적인 멘토십, 구성원이 자신의 기여가 중요

하다고 믿음, 구성원이 사회적 관계를 어느 정도 느낌(본인의 창작물에 대한 타인의 생각에 관

심을 가짐)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무형유산 축제 대부분은 문화유산 요소의 수동적 소비를 극복할 수 있는 바

로 이러한 접근법이 결여되어 있다. 물론 축제 참가자를 춤, 노래, 요리 과정에 참여시키는 기본적 요

소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의도한 바는 창의적 결과물, 프로그램 구성, 경영, 토론, 홍보 등 축제의 주

최와 운영의 다양한 측면에 대중이 훨씬 더 깊숙이 관여하는 것이다. 즉 네트워크 구성원의 모범적인 

관행을 위해 협력하고 교류하는 방대한 영역이다.

3. 실크로드 및 다른 지역을 포괄하는 축제의 개최

입증된 사례에서 보듯, 축제의 국가간, 지역적, 국제적 차원의 다양한 협력이 전체 참여 당사자가 

만족스럽거나 이익이 되는 ‘윈윈’ 상황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노력과 자원의 투입, 새로운 아이

디어 유포, 취득한 지식과 경험의 공유로 인해 개별 축제 기관 간의 경쟁이 감소하지 않았다. 그 대신 

무형유산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공동체 이해 측면에서 대중의 관심이 증대하고, 다양하고 풍성한 

무형문화 요소의 향유와 활성화에 대한 선호가 형성되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 실크로드 개념

은 다소 포괄적으로, 분열을 초래하지 않고 배타적이지 않다. 역사적으로 알려진 지정학적 위치에 기

인하여 현재의 ‘실크로드’ 용어는 문화적 교류, 융합, 공감에 대한 개방성의 표시로서 은유적 맥락에

서 사용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역사적으로 적합한 지리적 속성을 보유한) 실크로드 국가와 문화의 

‘핵심’층은 문화적 주도권의 완결성과 근본 이유를 퇴색하지 않고 타지역과 타문화로 확장될 수 있

다. 실크로드의 핵심 루트가 아닌 지역의 무형유산은 반드시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 인증되어야 한다. 

공동 문화 요소에 관한 역사가 존재하거나, 또는 여러 지방 문화가 만나 새로운 혼합/공생의 형태로 

발생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모든 문화의 상호연계성을 글로벌 문화 교류의 필수적인 시작점으

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역	차원	프로그램

a. 음식유산 실무그룹 및 축제 공동 브랜드 추진

아제르바이잔 연구 과정에서 음식과 식문화에 관한 여러 축제가 발견되었는데 정기적으로 개최되

는 축제도 있고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축제도 있다. 종류로는 다도, 필래프, 동양 과자, 돌마, 무라바

(과일잼) 축제 등이 있다. 이 많은 축제의 개최 지역과 시기가 산재되어 있어서 공동으로 알릴 수 있는 

브랜드/상표로 통일하자는 아이디어가 제안되었다. 이 제안이 힘을 받으면 실크로드 지역 내 유사한 

축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음식문화축제, 나아가 일반적인 무형유산 축제에 여러 민족과 국

가가 참여하여 이러한 유형의 테마 행사의 공동 브랜드를 추진하고 조정/연락 사무소를 개소하는 잠

재적 이익이 있다면 성공이 확실하다.

b. 여러 축제의 공동 제작으로 이어지는 음악과 댄스 그룹의 쇼케이스 플랫폼

국제적인 예술 무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또 다른 방식은 쇼케이스 축제이다. 주최 측은 예술

가의 이동 경비와 공연료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 없이 신중하게 선별된 훌륭한 구성의 다양한 예술 프

로그램을 얻고, 쇼케이스 축제에 참가하는 공연팀과 예술가는 축제와 공연장 관리자, 독립 기획사, 

음반 레이블 등 잠재적 ‘구매자’에 대한 노출이 훨씬 늘어나는 장점이 있다. 쇼케이스 축제 모델의 훌

륭한 성공 사례로 월드뮤직, 민족음악, 포크음악, 루츠의 홍보를 위해 매년 열리는 워멕스(WOMEX) 

축제가 있고, 이와 비슷한 수많은 행사가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열린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 비즈

니스적 이익도 확실히 발생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의미 있는 결과가 한 가지 있다. 바로 전 세계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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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의 예술가와 그룹이 새롭고 창의적인 협업과 공동 제작을 시작하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c. 축제의 공동/협력 마케팅 캠페인

공동 홍보 마케팅 활동은 현재 박물관, 문화관광, 아트마켓, 독립공연장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 영

역에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협력 마케팅은 귀사의 관심, 자원, 마케팅 역량을 생각이 비슷

한 다른 회사와 조율하여 혼자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결과를 창출한다”는 포브스의 협력 마케

팅 기사 내용은 설득력이 있다. 협력 마케팅이 유익한 실질적인 이유는 최소 세 가지가 있다. 마케팅 

비용 절감, (상대방에게 얻는) 새로운 전문지식의 유입, 해결방안의 빠른 모색(관중 확보, 인플루언서 

활용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의 신속한 해결). 사람들이 예전보다 여행을 더 자주 하고 (물론 지금 

같은 코로나 대유행 시기는 예외겠지만!)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 무형유산 축제가 여행을 자극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해외 관중 확보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방안을 네트워크 차원에서 협의해

야 한다. 또한 점차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는 문화 콘텐츠를 디지털 형태로 전달하는 방안도 무형유산

의 전파와 감상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d. 동료 간 협의, 권고, 평가 

‘동료 간(peer-to-peer)’이라는 용어는 정보기술 분야에서 유래하여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다수

의 과학저널에서 ‘동료 검토’는 동일한 분야의 동료 전문가가 수행하는 특정 연구 작업에 관한 전문 

평가를 의미한다. 즉 관련 분야의 직업을 가진 검증된 구성원이 실시하는 일종의 자율규제인 셈이다. 

이처럼 네트워크의 다른 무형유산 축제의 동료에게 축제 전체나 특정 요소에 대하여 분석, 심사, 평

가를 의뢰하는 것은 매우 유용할 수 있다. 위의 특정 요소로는 무형유산 접근방식의 진정성, 예술 프

로그램 구성, 공공성, 이용 가능한 자원 처리의 독창성, 개념이나 관리모델의 혁신적 가치 등이 있다. 

이 과정은 분명 해당 축제팀뿐 아니라, 평가 과정과 권고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들)에게도 교육적이

고 시사하는 바가 많은 새로운 접근이다.

e. 새내기 축제 관리자를 위해 지역축제 실무연수 교류

축제 주최와 운영에 진지하게 정식으로 참여하고 이 분야 직업 세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량

을 얻으려는 열망이 강한 관리자에게 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경험에 의한 학습, 또는 

간단하게 ‘실전 학습’은 분명 축제 네트워크를 통해 적용될 수 있다. 소프트 스킬과 항상 변하는 지식 

베이스는 학교 교육만으로 길러져서 전수되는 영역이 아니라, 숙련된 전문가의 멘토십과 감독하에 

외국의 선진화된 기관에서 실무를 통해 새로운 능력을 기르는 것이 요구된다. 습득한 경험과 교훈에 

대한 반성적 사고는 조력에 의하거나 독자적인 행동 여부와 무관하게 학습 과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

지하며, 이 분석적 능력을 응용하여 다양한 문화적 환경의 새로운 경향과 지역적 여건을 신속하고 정

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새롭게 열리는 실크로드 무형유산 축제의 경우 브뤼셀 소재 유럽축제협회(European Festivals 

Association)가 개발한 축제아카데미 모델을 따르는 것이 매우 유용할 수 있다. 이 훈련 프로그램은 

광주, 베이루트, 요하네스버그, 뒤셀도르프, 이즈미르, 캄팔라, 예테보리, 발레타, 치앙마이 등 전 세

계 여러 곳에서 젊은 축제 관리자를 위한 아틀리에를 운영하는 방대한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예술 축

제 청년 관리자나, 또는 축제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대

상으로 하는 7일 연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전 세계 저명한 축제 관리자들은 자신의 풍부

한 경험을 공유하고 이들의 전문적인 지도에 따라 참가자는 프로그램 구성 능력을 키우고, 시야를 넓

히고, 신규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다. 실크로드 무형유산 네트워크를 위해 두 가지 옵션

을 고려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유럽축제협회 경험을 활용한 자체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고, 두 번째

는 신규 네트워크 청년 관리자에게 개방될 특별한 무형유산 축제아카데미 설립 준비를 위해 유럽축

제협회와 협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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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ichLinks – 온라인 무형유산 정보 플랫폼

박상묵

요약문

아태지역 무형유산 정보공유플랫폼 ichLinks의 구축 배경과 핵심가치 및 목표, 활동 계획, 기대 효

과 등에 대해 소개한다. ichLinks는 모든 참여 회원국이 플랫폼을 통해 서로 긴밀히 연결되는 공유 

공간으로 기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센터는 원스톱 통합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이자 아태지역 회원

국 참여 기반 확장형 플랫폼을 표방한 ichLinks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참여 회원국의 협

력기관들이 주도하는 운영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 간에 서로 다른 기술적 환경에서 비

롯된 차이와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지원책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참여 회원국과 

협력기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플랫폼 활용을 지원하고, 다자간 정보공유, 교류, 협력을 통한 새로

운 가치의 지속적 창출을 보장할 것이다. ichLinks를 통해 공유된 정보와 콘텐츠는 축제, 전시, 연구, 

관광 등의 분야에서 온·오프라인 원천소스로 끊임없이 재창조되어 다시 활용될 수 있다.

1.	서론

정보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로 언급되곤 한다.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은 우리에게 생소했지만, 지금은 사회 전반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의 기술적 혁신은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고, 특히 정보화 시대의 출현을 가속화시

켰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보가 우리 인류에게 풍부한 현대의 편

이를 안겨준 것을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통제되지 않은 확장과 재생산은 지역적·세계적 차원에

서 정보 불평등과 관리의 어려움과 같은 많은 문제를 초래했다. 정보의 양적 증가와 복잡성의 심화는 

효과적인 자료 관리를 한층 더 어렵게 했으며, 따라서 효과적인 자료 수집과 활용 및 사용자 간의 활

발한 자료 교류가 화두로 떠올랐다. 

반면 정보는 문화유산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상관없이 효과적인 보존과 보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무형유산을 보다 잘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당 유산과 그 배경을 제대로 설명

하는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는 정책결정자가 통합적인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현장 담당자와 

기관에서 실행에 옮길 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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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하 2003년 협약)은 ‘무형유산’을 공동체, 집단, 개인이 자신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인지하는 관습, 표상, 표현은 물론, 지식과 기술이라고 정의한다. 무형유산은 만

질 수 없고 인간의 마음과 말, 행동을 통해 순간의 형태만 띨 뿐이다. 무형유산의 전달자는 언젠가 죽

기 때문에 무형유산은 각각의 사람과 함께 죽고 공동체의 새로운 구성원과 함께 소생한다. 따라서 유

네스코는 기본적인 보호조치로 확인, 기록, 연구를 소개하면서, 초기 단계에서 확인 및 기록되고 수

집된 정보가 해당 유산의 효과적인 보존, 보호, 진흥, 증진 및 전승에 핵심적인 자료가 될 것이라는 점

을 시사한다.

이를 배경으로 2011년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간의 협약에 따라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형

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가 문화유산 분야 카테고리 2센터로 설립되었다.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인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ICHCAP, 이하 센터)는 지난 

10년 동안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통해 새로운 무형유산 콘텐츠를 창출하고 선도적인 담론을 이끌었

다. 이러한 경험과 노력을 인정받아 센터는 회원국으로부터 무형유산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증진

에 필요한 기술 자문 및 서비스 제공을 요청받았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이하 아태지역) 전역에 흩어

져있는 체계화되지 않은 무형유산 정보를 어떻게 연계하고 전략적인 통합을 통해 그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오랜 고심 끝에 센터는 범 지역적 정보공유체계 구축의 필

요성을 확인했으며 한국문화관광원(KCTI) 함께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사업 타당성 조사

를 수행했다.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아태지역 무형유산 정보와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공유할 통합 플

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	통합된	무형유산	정보공유플랫폼	ichLinks

ichLinks는 원스톱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를 통해 아태지역 회원국 간에 공유하는 광범위하고 다양

한 무형유산 정보와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이 명칭은 무형유산(ich)과 연결(link)의 합성어로 

플랫폼을 통해 무형유산 이해당사자들 상호 간에 긴밀히 연결된다는 의미이다. 이 명칭은 플랫폼을 

통해 수집 또는 공유되는 무형유산이 단순한 물리적 물건이 아니라는 시각을 반영한다. 대신 플랫폼

은 아태지역 회원국과 협력기관들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장(場)으로 

기능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ichLinks는 무형유산 보호와 전승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단순 디지털 시스템이 

아니다. 참여 회원국 간의 긴밀한 연결을 통해 상호 이해를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자국의 문화유

산이 지닌 가치를 널리 확산시키는 촉매제 이상의 역할을 한다. 이와 동시에 참여 회원국은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갖고 협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아태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이를 넘어 문화적 연대 강

화와 평화 증진에 이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다. 

핵심가치

ichLinks가 추구하는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태지역 내 무형유산 정보의 생산, 공유, 활용 방

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ichLinks가 표방하는 3가지 핵심가치와 각각의 가치가 갖는 배

경을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분산화 개방성과 공유 지속가능성

첫 번째 핵심가치는 플랫폼 운영의 분산화이다. ichLInks는 참여국의 책임과 권한을 분산시켜 동등

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한다. 단순히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참여국의 정보를 받고 또 

이를 활용해 새로운 정보를 생산한다. 이를 통해 참여국 모두가 상보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무형유

산 정보의 생산과 활용이 다각도로 이루어진다. 정보 생산과 활용 간의 경계를 허물고 이 공간 내에

서 모든 참여국이 적극적인 프로슈머(prosumer)로서 기능하게 된다.

두 번째 핵심가치는 무형유산 정보 관리에서의 개방성과 공유이다. ichLinks는 단순히 정보를 축

적하기 위해 구축된 게 아니란 점에 주목해야 한다. 모든 참여국은 개방성과 공유원칙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정보가 쏠리는 고정된 흐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서로 적극 협력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공유된 자료들은 축제, 전

시, 연구, 관광 분야에서 창의적 콘텐츠 개발을 위한 원천소스가 된다. 이는 다시 정보의 개방성을 강

화하고 플랫폼 참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불평등의 문제를 막아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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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핵심가치는 무형유산의 지속가능성 확보이다. 최근의 세계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급격

한 사회 변화는 문화지형을 빠르게 바꾸었고, 무형유산 실연자와 전승자 수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졌

다. 최악의 경우 일부 무형유산은 완전히 소멸되었거나 거의 소멸된 상태다. 적절한 보호 체계가 없

다면 그러한 위기에 놓인 무형유산이 역사에서 영원히 소멸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일시적인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유산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호 생태계 마련과 같은 보

다 선행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ichLinks는 무형유산 전승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이

해관계자들이 자신과 관련된 유산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얻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보다 중요한 

점은 이 사업이 단순히 참여 회원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플랫폼을 통해 회원국

의 역량을 배양하고 사회적·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ichLInks는 실

질적인 수익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공동체의 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고, 다시 플랫폼에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공동체, 나아가 회원국의 자립도를 높이는 방식은 장

기적으로 지역 내 무형유산 보호에 유리한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고, 아태지역 전역에서 무형유산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목표

전술한 세 가지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ichLinks는 아태지역 내 무형유산 정보와 콘텐츠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통합 플랫폼으로서 구축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다음은 ichLinks의 구축목표와 

이에 따른 기대효과이다.  

첫째로 ichLinks는 원스톱 통합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으로 기능하고자 한다. 아태지역의 많은 회

원국들은 2003년 협약의 빠른 확산에 발맞추어 자국의 무형유산을 목록화하고 기록하는 등의 다양

한 보호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체계적 유산관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축하

는 노력도 있었으나 대부분이 단순한 데이터 제공 수준에 머물렀다. 설령 웹상에서 자료가 공개되

는 경우라도 현지어로만 서비스되는 경우가 태반으로 국가 간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지기는 힘들었

다. ichLinks는 모든 참여국에 데이터 레지스트리를 공개함으로써 통합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가

능하게 한다. 따라서 플랫폼 사용자들은 하나의 시스템에서 아태지역 여러 국가 및 협력기관의 광범

위한 유산 정보와 콘텐츠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가령 베트남의 어떤 유산을 한국이나 중

국의 유산과 비교하려고 할 때 여러 웹사이트를 전전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의미이다. 또한 유산에 대

한 기본적인 정보와 콘텐츠만을 제공하지 않고 영화, 음악, 문학작품, 학술자료와 같은 2차 가공자

료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플랫폼 내에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자료를 창출하고, 이를 다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ichLinks는 그 규모와 가치가 확장된다.  

둘째, 회원국의 활발한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유연한 확장형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 효율적인 정

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면 꾸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복수의 정보 제공자

가 있을 때 공유된 정보의 완결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한 명의 관리자를 두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특정 행위자에 권력을 위임하면 권력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해당 운영체계의 약화로 이어진

다. 따라서 ichLinks의 운영 방식에서는 센터나 어떤 하나의 회원국을 운영 중심에 두지 않는다. 회원

국의 무형유산 정보가 원천소스가 되는 ichLinks의 특성상 회원국의 자발적 참여와 기여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초기에는 플랫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센터가 일정부분 사무국 역할을 수

행하지만, 플랫폼이 일정 궤도에 오르게 되면 참여국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갖고 플랫폼에 기

여하기를 기대한다. 현재 플랫폼은 국가, 사람, 자료 등 다양한 참여자 간의 원할한 소통이 가능한 네

트워크 허브로 기능할 수 있다. 나아가 플랫폼은 무형유산 분야 종사자들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며, 

포럼, 세미나, 워크숍, 공연, 전시, 축제, 문화행사 등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 형태로 확장될 수 있을 것

이다. 

셋째, ichLinks는 융복합을 통한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일단 수집된 모든 원천소스는 전략적 고려

에 따라 흥미로운 무형유산 콘텐츠의 형태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 콘텐츠로 인해 유산의 가치는 보다 

상승하고 효과적인 관리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유사한 유산을 가진 아태지역 국가들이 서로 

연대해서 새로운 무형유산 콘텐츠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적 협력은 참여국 간에 강한 연대감

을 조성하고 활발한 교류와 협업을 강화할 것이다. 이처럼 각국의 관리하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무

형유산에 대한 정보와 자료가 플랫폼을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되면서 문화유산 전시 또는 이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까지도 가능해진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보공유플랫폼은 문화상품이나 콘텐

츠로 가공하는 차원을 넘어서 가공된 문화상품과 문화콘텐츠를 활용해 2차, 3차 창작물까지 포함하

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확실히 ichLinks는 해당 지역 내 무형유산 공동체와 집단의 지속가능발전

을 위한 단단한 토대를 다질 수 있게 된다. 플랫폼의 디지털 접근성이 강화되어 전 세계의 사람들이 

무형유산을 접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젊은 세대가 아태지역 무형유산에 관심을 갖는 계기로 작

용하길 기대한다.  

3.	구축을	위한	활동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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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ichLinks는 협력기관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개방형, 공유형 플랫폼으로 협

력기관의 역할이 여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 센터는 아태지역 무형유산 관계기관의 활발한 참여를 통

해 각 기관들이 보유한 정보들을 단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갈 것이다. 여기서는 

ichLinks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소개한다. 

협력기관의	선정	및	역할

첫 단계로 센터는 사업을 제안하고 자국의 무형유산 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관계기관 중 참여를 희

망하는 기관들의 신청을 받는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참여 협력기관을 정한다. 협력기관의 주요 역할

은 무형유산 관련 영상, 음원, 사진, 출판물 등의 정보와 콘텐츠를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는 것이다. 이

를 위해 협력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플랫폼에 공유하고자 하는 정보들을 선별하고 이를 데이

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각 자료들의 필수 메타데이터를 입력하고 국제공용어로 번역하

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센터는 ichLinks와 이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연결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 협력기관은 선별된 기록을 플랫폼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술적 연계를 통

해 플랫폼 저장소로 옮겨진 데이터들은 센터에서 가공, 편집하여 대중들에게 서비스될 수 있는 최적

의 형태로 ichLinks에 업로드 될 것이다. 협력기관에서도 직접 기획한 콘텐츠들을 플랫폼 웹사이트

에 바로 업로드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ichLinks는 아태지역 무형유산 관련 다양한 정보와 콘

텐츠가 모이고 교환되며 새로운 기회와 가치들을 만들어가는 공유 공간이 될 것이다. 

플랫폼	참여로	협력기관이	얻는	이점

협력기관으로 선정되면 센터의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센터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각 협

력기관들이 필요한 사항들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업 참여를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시스템의 구입, 사업 담당인력의 고용, 무형유산 디지털 콘텐츠 개발, 다양한 지역 행사 개최 지원 등

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센터는 IT 전문가를 협력기관에 파견하여 각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분석하고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플랫폼 사업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도 제공할 

것이다. 플랫폼이 구축되면 센터는 협력기관 IT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진행함으로써 협

력기관의 정보통신기술(ICT) 역량 강화와 협력기관 간의 기술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공유정보의	활용과	지식재산권

협력기관들은 플랫폼에서 공유되는 자료에 대한 활용권을 갖는다. 이를 위해서는 협력기관들이 공

유하는 정보와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협력기관에서는 해당 자료의 활용

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예를 들면 웹상에서의 공유만 허용할지, 2차 활용을 위한 다운로드까지 

허용할지, 더 나아가 모든 활용을 제한 없이 허용할지 등에 대해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따라서 플랫

폼에 공유하는 정보와 콘텐츠는 협력기관이 이미 저작권을 확보한 자료들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

면 원 저작자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은 다음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 

공유된 자료들은 공공의 목적 외에도 영화, 드라마, 연극,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공연, 패션 등 문

화콘텐츠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업적인 활용은 정당한 지식재산권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정당한 방법을 갖춘 다음에야 협력기관 간에 논의될 수 있다.

시스템	개발

센터는 2020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ichLinks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개발계획에는 플랫폼 시

스템 구축에서부터 협력기관을 위한 안정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인프라 조성까지 포함된다. 

ichLinks와 협력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기 위해 실사를 마친 후 현장 기술 자문 제공이 가능

하다. 플랫폼은 협력기관의 창의적 생각과 의견을 반영하여 확장되고 고도화될 것이다.

ichLinks	운영협의회

ichLinks에 참여하는 협력기관의 수가 늘어나면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협의회가 플랫폼 사업에 참여하는 협력기관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다. 운영협의회는 협력기관의 대표

로 구성되며, 협의회는 플랫폼과 시스템에 최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초창기에는 안정된 운영을 위해 센터에서 주도하지만, ichLinks는 참여하는 협력기관이 서로

의 생각과 정보를 활발히 교류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공용 공간일 것이다. 따라서 운영협의회의 역할

이 앞으로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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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구조와	웹서비스

ichLinks는 다양한 요구에 따라 다층적 구조로 무형유산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한다. 그중에서 무형

유산 종목에 관한 기초 정보, 자료, 이해관계자, 뉴스와 행사에 관한 정보가 일차 자료를 구성하며 정

기 업데이트로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

무형유산 종목 무형유산 자료 이해관계자 무형유산 뉴스 및 행사

아태지역 회원국의 

무형유산 종목에 대

한 사진, 영상, 음원, 

문서

지역 내 무형유산과 

관련된 도서, 논문, 

보고서, 주요 자료집

정책결정자, 연구자, 전

문기관, NGO, 박물관, 

문화기관, 공동체, 실연

자 등에 관한 정보

최근 전시, 공연, 회의, 

세미나, 논문모집, 문화 

행사 등에 대한 최신 소

식과 행사

이러한 기초 정보들을 바탕으로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2차 자료로 축적

할 수 있다. 특별 소장품전과 전시, 스토리텔링,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도 포함된다. 

특별 전시회
융합현실(MR)

(가상현실+증강현실)
지속가능성

4.	기대효과

ichLinks는 아태지역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통합 아카이브이자 활발한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다음은 ichLinks 정보공유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얻게 될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활발한	정보공유와	보존

ichLinks가 아태지역 무형유산 정보와 콘텐츠를 얻는 가장 빠른 관문이 될 것이다. 그동안 필요한 

정보가 이 지역에 산재되어 있어 찾기 힘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혁신적인 변화이다. 시간은 걸리겠

지만 다국어 번역을 통해 다른 국가에 있는 무형유산 콘텐츠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을 힘들게 했던 

언어의 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ichLinks를 통해 수집된 무형유산 자료의 보존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도 다수의 아날로그 자료가 자연재해, 노후화, 상태 악화 등으로 소실되어 

가는 상황에서, ichLinks는 정보 백업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며, 데이터 소실의 위험과 관련해 협력기

관에 효율적인 데이터 복원 채널을 제공할 것이다. 

국가	간	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

무형유산 정보와 콘텐츠가 일단 공유되면 자연스럽게 오프라인의 장으로 이어져 새로운 기회가 생

겨난다. 정보와 콘텐츠의 활발한 공유는 관련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아이디어와 지식을 나누는 학술

회의나 세미나를 활성화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플랫폼을 통해 공유된 정보와 콘텐츠를 활용한 다

양한 문화행사와 축제가 기획될 수 있다. 이 외에도 플랫폼을 통해 공유되는 정보들을 통해 정책결정

자, 전문가, 연구자, 실연자, NGO, 박물관, 공동체 등 무형유산 분야의 다양한 관계자 간 새로운 네트

워크가 형성될 수 있으며 이는 새롭게 제작된 정보와 콘텐츠를 그 자체로 공급하면서 양적으로나 질

적으로 플랫폼을 향상시킨다.  

문화콘텐츠	개발	및	영향

ichLinks를 통해 수집된 정보와 콘텐츠들은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된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무

형유산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국의 문화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창의적인 주제와 자료로 활

용되고 있다. 가령 한국은 전통음악인 아리랑을 다양하게 편곡하여 선보이고 있고, 스페인은 수 세기

에 걸쳐 문화 축제와 전통춤을 체계화해왔다. 이 외에도 더 많은 문화콘텐츠가 영화, 소설, 소설, 게

임, 패션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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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간	이해와	존중	강화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서

로의 풍습과 생활에 대한 무지는 인류 역사를 통하여 세계 국민들 사이에 의혹과 불신을 초래한 공통

적인 원인이며, 이 의혹과 불신으로 인한 그들의 불일치가 너무나 자주 전쟁을 일으켰다.”1

유네스코 헌장에 명시된 이 글귀는 국제사회에서 타문화에 대한 이해가 상호 간의 존중과 평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상기시킨다. 특히 다문화, 다인종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은 갈등 예방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1966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문화협력원칙에 관한 선언’2은 각 문화는 존엄과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존중 및 보호하여야 하고, 모든 민족은 자신의 문화를 발전시킬 권리와 의무가 있으

며, 모든 문화는 전 인류 공동의 유산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가 모두 함께 보호해야 하는 인류 공

동의 유산인 무형유산을 통해 문화 간 대화와 교류를 활성화할 때 타문화에 대한 이해 및 존중과 더

불어 진정한 인류애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잡을 것이다. 센터는 ichLinks 사업를 통해 국제사

회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5.	결론

이 글에서는 아태지역 무형유산 정보공유플랫폼 ichLinks의 구축 배경과 핵심가치 및 목표, 활동 

계획, 기대 효과 등에 대해 살펴봤다. 앞서 언급했듯이, ichLinks는 모든 참여 회원국이 플랫폼을 통

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공유 공간으로 기능할 계획이다. 

역할과 책임의 분산화, 정보 관리의 개방성과 공유, 실질적인 보호 생태계를 형성함으로써 무형유

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ichLinks가 추구하는 세 가지 핵심가치이다.

이에 따라 센터는 원스톱 통합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이자 아태지역 회원국 참여 기반 확장형 플랫

폼을 표방한 ichLinks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참여 회원국의 협력기관들이 주도하는 운영

1   유네스코 헌장 서문 (http://portal.unesco.org/en/ev.php-URL_ID=15244&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

2   국제문화협력원칙에 관한 선언 (http://portal.unesco.org/en/ev.php-URL_ID=13147&URL_DO=DO_TOPIC&URL_SECTION=201.
html).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 간에 서로 다른 기술적 환경에서 비롯된 차이와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지원 정책들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참여 회원국과 협력기관의 자발적이

고 적극적인 플랫폼 활용과, 다국가 간 정보공유, 교류, 협력을 통한 새로운 가치의 지속적 창출이 가

능하도록 도울 것이다. ichLinks를 통해 공유된 정보와 콘텐츠는 축제, 전시, 연구, 관광 등 분야에서 

온오프 원천소스로 끊임없이 재창조되어 다시 활용될 수 있다. 

이처럼 ichLinks는 무형유산 정보와 콘텐츠의 축적, 재창조, 공유, 확장을 통해 다채로운 무형유산

을 전파하는 효과적인 플랫폼이자 도구가 될 것이다. 플랫폼은 다양한 공동체의 문화정체성을 비추

는 무형유산의 역사와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을 선보일 수 있는 장이면서도, 미래 세대와 연결시키는 

교량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ichLinks는 문화 간 대화와 교류를 활성화하

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북돋아 국제사회의 평화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http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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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실크로드 문화유산의 통로 (아프카니스
탄, 중앙아시아, 이란) 사례연구

크리스타 피캇

유네스코알마티사무소는 중앙아시아의 유형 및 무형유산과 관련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

며 국경 없는 기관이다. 현재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무형유산 목록화 작업, 무형유산 보호 수요 사업, 

무형유산 구축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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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유네스코 실크로드 온라인 플랫폼

메흐라드 사바항 

유네스코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16항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와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

해 10년 동안 실크로드와 관련된 많은 프로그램을 수행해 왔다. 유네스코 실크로드 프로젝트와 관련

하여 1988년부터 1997년까지 진행된 첫 번째 단계는 기본 데이터를 수집하고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

었다. 그 후 두 번째 단계는 인식제고, 파트너십 구축 및 지식 공유에 중점을 두었다. 그 다음 단계로 

제안된 '실크로드 온라인 플랫폼'이 현재 구축 중이며 향후 개발 될 예정이다. 협력을 부탁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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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토론

좌장 : 알리셔 이크라모프, 우라잘리 타쉬마토프 

좌장이	참가자들에게: 시간이 부족하므로 허락해 주신다면 한 가지 질문을 모든 발표자에게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묵 발표자님, 이 질문은 제가 발표자님께 여쭈어본 질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도전과제와 관련이 있으며 인공 지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허권 발표자가 앞서 프레젠테이

션에서 언급했듯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네트워킹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 네트워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제 중 하나는 오늘날 거의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범위는 무엇

을 위한 필수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무형유산 실크로드 네트워크를 홍보합니까? 우리는 어느 정

도까지 고려해야 합니까? 크리스타 피캇 발표자께서는 커뮤니케이션센터를 관리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인공지능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실 줄로 압니다. 

인공지능이 오고 있으며 이미 모든 곳에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당신의 관점에서의 인공지

능과 실크로드 네트워크입니다. 어떤 도전이 될 수 있으며 제안은 무엇입니까?

허권: 우선 실크로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모을 수 있었던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래 전부

터 유네스코국가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실크로드 지역의 국가 코디네이터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상황

은 80~90년대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오늘날은 매우 다르므로 사람들의 이러한 의사소통의 발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협력의 정신을 유지해야 합니다. 멤버

들의 공감을 이루지 못한 채 협업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일까요? 공감대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회원국들 간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실크로드의 많은 국가들이 세계

화의 영향과 관련하여 매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 해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는 전통적인 생활방식에 관

심이 없습니다. 저는 몽골 울란바토르에 있었습니다. 많은 젊은 세대가 집이 아닌 도시에서 살고 싶

어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회적 위기이자 사회적 고립이고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파괴합니다. 이러

한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실크로드 무형유산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

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멤버들 사이에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수립 할 때입니다.

크리스타	피캇: 유네스코가 실크로드와 지역에서 수행하는 활동을 살펴보면 현 시점에서 인공지능

과 메타 데이터와는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온라인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다른 분께서 더 자세히 설

명해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위기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과 더 이상 대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았으므로 이제 대부분의 역량강화 활동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물론 일

부 국가에서는 이것이 매우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대상 그룹이 외딴 지역에 있

을 때 참여를 위해 사람들과 연결하는 데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온라인 시대로

의 이동을 고려하여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개념이나 접근방식을 약간 수정했습니다. 실크로드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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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전시를 진행하고 박물관의 유물을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인들이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

매 할 수 있도록 전자 상거래에 대한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는 다른 조직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자한기르	세림카노프: 지금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매우 간략하게 

논의 할 것입니다. 다른 회의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말할 

수 있는 것은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것은 빅 데이터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계적 학습을 통해 

더 많은 양식을 생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작업입니다. 두 번

째는 보다 즉각적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유산을 전승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장이	박상묵	발표자에게: 짧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ichLinks와 통합 

할 수 있습니까?

박상묵: 네.

좌장이 박상묵 발표자에게: 두 번째 질문은 인공지능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인공지능을 통해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묵: 다소 광범위한 질문이지만 실생활에서의 인공 지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오

프라인 활동 없이는 온라인 플랫폼이 홀로 서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도 현지의 참여 없이는 플랫폼의 생존력을 유지할 수 없고, 회원국 현지 참여와의 본격적인 협력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로부터 이익을 얻어야 하는 보충 관계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 새로운 플

랫폼에 대한 회원국의 참여는 인공지능을 환영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좌장이	메흐라드	샤바항	발표자에게: 마지막 질문을 발표자님께 드리겠습니다. 실크로드 온라인 

플랫폼에서 인공지능을 지원 하시겠습니까?

메흐라드	샤바항: 물론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요 분야 중 하나는 인터렉티브 앱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방문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데이터를 캡슐화하는 것이지만 사실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사회자: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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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보고

박성용: 매우 포괄적이고 심화된 이틀간의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프로그램의 주제를 다시한번 간단

히 소개하겠습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첫날에는 실크로드의 생활, 환경, 무형유산에 

관한 웨비나와 함께 실크로드 전역의 다양한 무형유산 페스티벌에 대한 사례 연구에 대한 발표와 토

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울러, 회의 둘째 날에는 실크로드 무형유산 네트워크의 운영 문제, 그리고 

무형유산 실크로드 네트워크를 위한 활동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협력사업 모색을 주제가 다뤄졌

습니다.  웨비나에 이어진 세 가지 주요 주제로 구성된 전략회의에서 이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초청

된 20 인 이상의 국제 전문가들과 함께 실크로드 무형유산 네트워크에 대한 심도있는 발표와 귀중한 

토론이 함께 이뤄졌습니다. 워킹그룹의 라포터를 담당해 주셨던 IICAS의 알림 페이줄라에프 연구원

을 모시고 회의를 요약해보고자 합니다. 

알림	페이줄라에프: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기 위해 서기보고서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크

로드의 삶, 환경, 무형유산 웨비나와 실크로드 무형유산 네트워크 구축 전략회의는 무형유산 관련 

네트워킹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와 관련된 정보, 지식 및 경험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ICHCAP과 

IICAS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입니다. 이 행사는 웨비나와 세 개 세션의 전략회의로 진행되었으며 

무형유산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세계의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참석했습니다. 2020 실크로드 네트워킹 

선언이 웨비나와 온라인 전략회의의 결과로 준비되었습니다. 다음은 웨비나와 전략회의의 세 세션에

서 이루어진 주요 내용을 요약 한 것입니다.

무형유산 보호 시스템은 접근 방식과 관행이 진화하고 있으며 무형유산의 다양한 측면을 규제하는 

국제 문서도 지속적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국제 코디네이터로서 유네스코의 주도적 역할을 고려

할 때 네트워크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및 국제협력 

메커니즘이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무형유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핵심이 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실크로드의 가치와 특징을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무형유산의 모든 

도메인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무형유산은 종교, 언어, 문화적 차이에 관계없이 국가와 지역에서 

공유되며, 네트워킹에 가장 발전된 다양한 도구를 통해 공동으로 보호하고 증진 해야 하는 본질적이

고 공통된 성과입니다.

지식의 공유, 인식 제고 및 역량개발은 무형유산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

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액세스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신진 전문가들의 기여는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무형유산을 미래 세대에게 전승

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무형유산 보호 및 홍보에 대한 도전은 국제적으로 다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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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개인 전문가, NGO, 당사국 등 주요 행위자의 힘과 기여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형유산은 국

가적 정체성과 연대를 유지하면서 사회 통합을 위한 도구로 밝혀졌습니다.

박성용: 짧고 잘 정리 된 보고서에 감사 드립니다. 우리는 이 보고서를 참가자들에게 배포 할 것입

니다. 보고서에서 언급되었듯이, 우리는 회의 프로그램의 최종 결과를 요약하고 미래를 위한 방향성

을 위해 권고안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실크로드 전략회의 권고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부

록의 권고안 참조]

이러한 회의 성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크로드 네트워크 창설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의 협력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회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과 협력기관에 감사드리며 폐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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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권고안

2020년 11월 18일과 19일에 열린 '실크로드의 삶, 환경, 무형유산' 웨비나와 '실크로드 무형유산 

네트워크 구축 온라인 전략회의’ 참가자들은 이 시기 적절한 온라인 회의를 조직해준 유네스코아태

무형유산센터와 KF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 국제중앙아시아학연구소에 감사를 표하며, 

우리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교환하고 실크로드 무형유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가능성과 양식

을 논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든 22개 파트너 조직의 건설적인 협력에 감사를 표하며,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유네스코 및 중앙아시아 회원국과 협력하여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가 조직한 연간 소지역 무형유산 네트워킹 회의 주기를 염두에 두고,

온라인 회의가 문화간 화합을 위한 10년(2013-2022), 유네스코 실크로드 온라인 플랫폼 및 2003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의 목표와 일치하도록 조직되었음을 인식하고,

실크로드 네트워크의 현 상태뿐만 아니라 이전 및 현재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실크로드 지역

의 사례연구를 살펴보고, 

제206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206EX/43, 2019)에서 '대화의 실크로드' 결정문과 제37차 유네스

코 총회(37C 결의안 1.III, 2013) 결의안에 주목하고, 실크로드를 “국제 협력과 대화의 독특한 역사

적 사례”로 인식하고, 실크로드 협력 네트워크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킹 메커니즘을 검토하

며, 지속 가능성을 위해 무형유산을 활성화하고 실크로드의 평화적 문화를 위한 틀과 분위기를 조성

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나아가며, 다음을 권고하는 바이다.

실크로드 무형유산에 대한 긴밀한 네트워킹 및 정보 교환을 지역 내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의하여 유

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KF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 국제중앙아시아학연구소와 함께 지속한다.

기존의 실크로드 무형유산 온라인 플랫폼과 공동체들과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특히 무형유산 콘

텐츠 개발 및 공유를 강화한다.

실크로드 무형유산 네트워크를 통한 문화 간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부문 간 협력 및 활동 실행을 지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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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에 이익을 주고 문화 관광을 발전 시키는데 중점을 둔 보호 조치를 제공하고 무형유산 축

제를 개최하는 데있어 공공 및 민간 파트너십을 동원한다.

실크로드 무형유산 네트워크의 회원의 효과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유연한 운영지침을 정교화한다.

협력 파트너 간의 의지와 성실함으로 2021년 예정된 실크로드 무형유산 네트워크의 공식 출범을 

조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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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프로그램

2020	실크로드	무형유산	네트워크	구축회의	일정표	[1일차]

일	자 시	간 내	용

11.18	

(수)

13:00 - 13:20

○ 개회식

•축하 메시지 동영상 

•축 사 : 정재숙 (문화재청장) 김성인 (KF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장)

•환영사 : 드미트리 보야킨 (국제중앙아시아학연구소 사무총장)

•개회사 : 금기형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웨비나	-	“삶,	환경,	그리고	무형유산으로	살펴본	실크로드”

13:20 - 13:25 (좌장 : 오은경,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소장)

13:25 - 13:40
○ 발표 1 :   실크로드의 인간, 환경 그리고 문화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로컬퓨처스 대표)

13:40 - 13:55
○  발표 2 :    지속가능발전 위한 실크로드 무형유산 협력 메카니즘 구축 

(박성용,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정책개발실장)

13:55 - 14:10 
○ 발표 3 :    실크로드 무형유산 축제의 생명력과 지속성 (알리셔 이크라 

모프, 국제중앙아시아학연구소 국제협력실장)

14:10 - 14:30
○ 발표 4 :   실크로드 지역의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향한 예술 연행, 물 

- 행위 설치 프로젝트 (유동조, 설치미술가)

14:30 - 14:50 패널 토론

14:50 - 15:00 휴식 

전략	회의	세션1.	실크로드	지역	무형유산	활성화

15:00 - 15:05 (좌장 : 김성인, KF 한-중앙아협력포럼 사무국장)

15:05 - 15:20
○  발표 1 :   무형유산 보호에 있어 축제의 역할 타지키스탄 (딜쇼드 라히 

미, 타지키스탄 문화부 문화정보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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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시 간 내 용

15:20 - 15:35

○  발표 2 :   무형유산 축제가 지역사회 미치는 영향과 효과 - 키르키즈 

스탄 (사비라 솔톤겔디에바, 유네스코키르기스스탄 국가위 

원회 사무총장) 

15:35 - 15:50

○  발표 3 :   무형유산 축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 - 카자흐스탄 

(한자다 예센노바, 전 카자흐스탄 무형유산보호국가위원회 

위원장)

15:50 - 16:05
○  발표 4 :   무형유산 축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 - 한국 (김주호, 

안동축제관광재단 축제팀장)

16:05 - 16:20
○  발표 5 :   투르크메니스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의 미래 (쇼하트 

주마예프, 유네스코투르크메니스탄 대표부 특명전권대사)

16:20 - 16:40 패널 토론

16:40 - 16:50 휴식 

Working Group Meeting

16:50 - 17:30 종합 토론

[2일차]

일 자 시 간 내 용

11.19	

(목)

전략	회의	세션.2	실크로드	지역의	무형유산	협력과	연대

13:00 - 13:05 (좌장 : 우라잘리 타슈마토프, 우즈베키스탄 국립예술문화연구소 교수)

13:05 - 13:20
○  발표 1 :   실크로드 무형유산 네트워크 활동의 범주와 양태 그리고 

발전 가능성 (허권, 몽골국제대학교 교수)

13:20 - 13:35
○ 발표 2 :   실크로드 지역의 축제 관련 협력 방안 (자한기르 세림카노 

프, 아제르바이잔국립음악원 국제관계학과 학과장)

13:35 - 13:50
○ 발표 3 :   사례연구 : ICH Link - 온라인 무형유산 정보 플랫폼 

(박상묵,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선임전문관)

13:50 - 14:05
○ 발표 4 :   사례연구 : 실크로드 유산 회랑-아프가니스탄, 중앙아시아, 

이란 (크리스타 피캇, 유네스코알마티사무소 소장)

14:05 - 14:20
○ 발표 5 :   유네스코 실크로드 온라인 플랫폼 (메흐라드 샤바항, 

유네스코 인문사회과학분야 사업전문관)

14:20 - 14:50 패널 토론

14:50 - 15:00 휴식 

전략	회의	세션.3	실크로드	지역의	무형유산	협력과	연대

15:00 - 15:05
(공통좌장 : 알리셔 이크라모프 IICAS국제협력실장, 우라잘리 타슈마 

토프 우즈베키스탄 국립예술문화연구소 교수)

15:05 - 15:20
○  발표 1 :   실크로드 무형유산 네트워크 활동의 범주와 양태 그리고 

발전 가능성 (허권, 몽골국제대학교 교수)

15:20 - 15:35
○  발표 2 :   실크로드 지역의 축제 관련 협력 방안 (자한기르 세림카노프, 

 아제르바이잔국립음악원 국제관계학과 학과장)

15:35 - 15:50
○ 발표 3 :   사례연구 : ICH Link - 온라인 무형유산 정보 플랫폼 

(박상묵,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선임전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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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시 간 내 용

15:50 - 16:05
○  발표 4 :   사례연구 : 실크로드 유산 회랑-아프가니스탄, 중앙아시아, 

이란 (크리스타 피캇, 유네스코알마티사무소 소장)

16:05 - 16:20
○ 발표 5 :   유네스코 실크로드 온라인 플랫폼 (메흐라드 샤바항, 

유네스코 인문사회과학분야 사업전문관)

16:20 - 16:40 패널 토론

16:40 - 17:00 휴식 

결론	(좌장	:	박성용)

17:00 - 17:10 ○ 회의 결과 보고 (회의 서기)

17:10 - 17:20 ○ 권고안 채택 (워킹 그룹 대표)

폐회식

17:20 - 17:30

○ 폐회식

•폐회사 :   금기형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드미트리 

보야킨 (국제중앙아시아학연구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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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주요약력

발표자	주요	약력

개회식	/	사회자	마이클	피터슨

정재숙

문화재청장

정재숙은 현재 대한민국 문화재청장을 맡고 있다. 1980년대 말부터, 서울 

경제신문, 한겨레신문, 중앙일보의 문화부 기자로 두루 활동하면서 한국에서 

존경 받는 언론인이자 문화전문 기자로 알려져 왔다. 국립현대무용단 이사와 

문화재청 궁능활용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금기형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유네스코 카테고리 II센 

터 아태무형유 산센터의 사무 총 장이다. 문화 관광부의 관광정책국장, 

홍보정책국장 등 평생을 공무원으로서 헌신하고 2015년에는하계 유니버시아 

드 조직위원회 스포츠국장을 지냈다. 2005년에서 2007년까지는 방콕 

유네스코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문화 관광 전문가로, 2009년에서 2012년 

까지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문화원장으로 활약했다. 한국어와 베트남어 

두 언어로 집필된 여러 권의 책을 출간했으며 지식 공유를 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실용적 해결책을 찾는 데 관심이 있고 경계를 뛰어넘는 협업 

정신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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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미트리 보야킨

국제중앙아시아학연구소 이사

1997년부터 연구 과학자로 활동했으며 2005년에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교육과학부 고고학연구소 문서 및 고고학 보존부서의 책임자이자 수석 

연구과학자로 일했다.

1999년 카자흐스탄 국립대학에서 우등으로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연구를 

계속하여 2010년 카자흐스탄 교육과학부 고고학연구소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밖에도 NGO 단체인 ‘아키올로지컬 엑스퍼티스’의 총 책임자, 

국제중앙아시아학연구소 이사, 세계유산위원회 카자흐스탄 대표(2014~2017) 

등을 역임했다.

카자흐스탄 세계유산위원회 전사무관(2014~2018)이며 UNESCO와 

ISESCO를 위한 카자흐스탄 국가위원회 위원(2018 년부터)이다. 10곳이 

넘는 고고학 탐험의 현장 감독으로 일하기도 했으며 7권의 책과 7 권의 앨범, 

190개가 넘는 과학 논문, 그 외 중요한 고고학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웨비나:	실크로드의	삶,	환경,	무형유산	/	사회자:	오은경

오은경

동덕여대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소장

동덕여자대학교 교수이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소장, 투르크학 영문저널 

편집장, 우즈벡 과학아카데미 회원, 아제르바이잔 작가연합의 명예회원, 

서울시 외교자문위원회, 서울시 다문화전문가위원회, 법무부 난민위원회 및 

장관급 대통령 고문이기도 하다.

터키 앙카라의 하제테페 국립대학교에서 터키문학 및 비교문학 박사 학위를 

받고(1999),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과학아카데미에서 과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교수직위를 받았다(2014).

현재까지 투르크학 문제와 관련해 150개 이상의 연구 논문과 40권의 책을 

여러 언어로 출간했다. 출간된 연구에는 '터키문학에서의 한국 전쟁(터키어)', 

'터키와 한국 문학의 여성(터키어)', '터키와 한국 영웅 서사시의 비교 

분석(우즈벡 및 러시아어)'이 있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로컬퓨처스 설립자/대표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는 신(新)경제 운동의 선구자이며 '문화 및 생물 다양성 

의 활성화와 전 세계 지역 사회와 경제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안노벨상과 

아서모건상, 고이평화상을 수상했다. 사람들을 감화시킨 고전 작품 『오래된 

미래Ancient Futures』와 『로컬의 미래(2019) Local is Our Future』를 집필한 

저자이다. 『식량 경제를 집으로 Bringing the Food Economy Home』와 

『모든 것은 땅으로부터 From the Ground Up』의 공동 저자이기도 하며 수상 

경력에 빛나는 '행복의 경제학'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로컬퓨처스와 지역화 

를 위한 국제연맹의 설립자이자 대표이며, 식량과 농업의 미래 국제위원회, 

국제화와 글로벌 생태마을 네트워크에 관한 국제포럼의 창립 멤버이다.

박성용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정책개발실장 

현재 무형유산 분야의 영문계간지인 『아태무형문화유산꾸리에 (ICH 

Courier)』의 편집장이기도 하다. 퀸즐랜드대학에서 문화유산연구 박사 학위

를 받았으며 2013년도에 케임브리지 스콜라스 출판사에서 출간한 『아시아 태

평양지역의 무형유산보호 거버넌스』를 저술했다.

지난 30여년간 유네스코 분야에서 문화다양성 보급과 문화적 발전을 위해 일

해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아태지역의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네트워킹과 정보

공유체계 구축에 힘써 왔다.

2010년 타슈켄트에서 열린 제 1차 중앙아시아 소지역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

한 이래 실크로드 지역의 무형유산 협력 강화에 힘을 쓰고 있다. 그의 통찰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구촌의 문화교류 루트를 복원하고 활성화하여 지구촌 사

회의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는 일에 관심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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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셔 이크라모프

국제중앙아시아학연구소 국제협력실장

알리셰르 이크라모프는 타슈켄트 주립대학(현 우즈베키스탄 국립 대학)에서 

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1986). 이후 교육관리, 정책 및 계획에 관한 

UNESCO/IIEP 교육 워크숍(1993, 타슈켄트)과 이탈리아 국제무역연구소의 

관리 및 마케팅 교육과정(1993),  정치외교연구센터의 정치과학 교육 

과정(1994, 리즈, 에든버러, 런던, 옥스포드)을 수료했다.

모 스 크 바 의  스테 클로 프 수 학 연 구 소 (19 8 6 ~19 91) 와  타 슈 켄 트 의 

사이버네틱스연구소(1992~1993)에서 확률 이론, 수학통계, 추계학 분야의 

박사 연구원으 로 재직했으며, 동시에 세계경제외교대학 (타슈켄트), 

국가·사회건설 아카데미(타슈켄트), 타슈켄트이슬람대학에서 문화간 대화와 

문화적 다양성과 관련한 강의를 했다. 1994년에유네스코 우즈베키스탄 

국가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어 2019년까지 재임했다.

유동조

설치미술가

함부르크 조형예술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독일, 일본, 중국, 덴마크, 스위스, 

헝가리와 그 외의 국가에서 약 90 여 개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가졌다. 또한 

11년에 걸쳐 10개국의 호수와 강에서 "물-행위 설치 프로젝트(W-PIP 2004-

2014)"를 진행했다. 

그는 1994년에 예방미술(Vorbeugenskunst, Preventive Art)을 함부르크 

조형예술대학의 클라우스 뵘러 교수와 공동으로 창시했으며 예방미술운동 

및 연구그룹(1994-2014)을 구성했고, 또한 예방미술한국연구소 대표(2000-

2014)를 지냈다.

그는 2007년에 물-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강 프로젝트(River to River to 

River)를 계획했고, 그 중 하나가 2009년에 이집트 아스완에서 진행된 

"나일강의 물"이다. 그의 물-행위 설치 프로젝트와 강 프로젝트는 앞으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전략회의	세션	1	/	사회자:	김성인

김성인

한국국제교류재단 교류협력이사 겸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장

김성인 사무국장은 2018년 6월 1일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 교류협력이사 겸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장으로 재임 중이다. 그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과정을 수료한 뒤, 미국 

밴더빌트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를 취득하였다. 제27 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후, 1985년부터 서울시 행정사무관, 통상산업부 행정사무관과 

서기관, 외교부 경제협력과장, 신흥시장과장, 주 벨기에·EU 대표부 

참사관, 공사참사관, 다자통상심의관, 다자통상국장, 다자경제외교국장, 

주피지대한민국 대사, 외교부 본부대사를 역임한 바 있다. 또한 1999년에는 

미국 버지니아 주정부, 2003년에는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 사무국 (UN 

ESCAP)으로 파견되어 통상과 한국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국제교류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8년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교류협력이사 겸 한-중앙아 

협력포럼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었다.

사비라 솔톤겔디에바

유네스코키르기스스탄 국가위원회 사무총장

2017년 2월 유네스코 키르기스스탄 국가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었다. 

2006년 유네스코 키르기스스탄 국가위원회에서 문화프로그램 전문가로 

경력을 시작했다. 1992년에 설립된 키르기스스탄 국가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분야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키르기스스탄은 유네스코 

집행이사회(2019~2023)와 세계유산위원회(2017~2021)의 회원이다. 

솔통젤디에바는 2011년에서 2017년까지 유네스코의 조력자로 활동했으며 

노르웨이 외교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중앙아시아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역량강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유네스코 문화프로그램과 

프로젝트 활동의 실행 경험이 풍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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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쇼드 라힘

타지키스탄 문화부 문화정보연구소 부소장

루다키언어·문학연구소 민속학과에서 박사 학위와 (Dushanbe, 2002) 

타지크국립대학교에서 철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Dushanbe, 1999).

2016년 9월부터 타지키스탄 문화부 문화정보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다. 

루다키언어·문학연구소 민속학 학과장(2006~2016)과 M. 투르순조다의 

이름을 딴 타지크주립예술학교의 부교수(2001~2006)를 지냈으며 2016년 

부터 현재까지 타지키스탄 문화부 과학 저널 『문화의 전령 Herald of 

Culture』 부편집장 직책을 맡고 있다. 2013년부터 국가무형유산목록 

업데이트 담당 단체의 책임자이다. 

장학프 로그램: 미네소타대학의 풀브라이트 방문학자로 선정(2011), 

오하이오주립대학의 방문학자로 선정(2006)

한자다 예쎄노바

유네스코와 이슬람세계교육과학문화기구를위한 카자흐스탄 무형유산보호국 

가위원회 위원장

2 018년  카자흐 스탄의  러시아 연맹회장  산 하  국가경제 공 공서비스 

아 카 데 미에 서  M B A 를  취 득 하고  2 015 년  러 시 아  교육 아 카 데 미 

예술교육문화연구소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전에는 파라비의 이름을 

딴(Shymkent, Kazakhstan, 1995) 교육학문화연구소에서 수학했다.

2014년부터 현재 직책을 맡고 있으며 이전에는 중앙 아시아 문화간 

창의적교육에 관한 유네스코관측소 책임자(2009~2017)로 일했다. 

카자흐스탄 유네스코클럽연맹 부회장(2009~2013)과 카자흐스탄 최초의 

유네스코클럽 회장직을 역임했다(2005~2017).

쉼켄트시 문화기록보관부 부서장(2020년부터)이며 알마티시 문화기록보관부 

부서장(2018~2019), 카스테예프의 이름을 딴 예술·기술 디자인학교 

교장(2002~2017), 공화국 미술대학 교감(2000~2002)을 지냈다.

김주호

안동축제관광재단 축제팀장

안동축제 관광재단의 축제팀을 맡고 있다. 매년 가을 안동 하회마을에서 

열리는 국내 대표 축제인 안동국제탈춤축제의 기획자이자 연출자이다.

대학에서 민속학을 전공했으며 유네스코 NGO단체인 국제탈문화연맹(IMAC 

O)의 문화콘텐츠팀에서 7년 동안 근무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국가무형문 

화재 제69호 하회별신굿탈놀이 이수자로서 무형유산 전승의 역할도 하고 

있다.

전략	회의	세션	2	/	사회자	:	얀	홀라딕

얀 흘라딕

유네스코 타슈켄트 소장

얀 흘라딕(체코 공화국)는 2019년 11월 유네스코 타슈켄트 사무소장과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유네스코 대표로서 직무를 맡았다. 이 임명에 앞서 잔은 

유네스코에서 27년 넘게 활동했다. 유네스코에서 근무 동안 그는 1954년 

전시문화재 보호를 위한 헤이그 협약과 1970년 문화재불법반출입 금지 및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과 같은 문화유산 규약 제정 분야에서 일해 왔다.

그는 또한 이 협약에 따라 법적 기구들의 장관의 직무를 맡았었다. 얀은 

1988년 모스크바 주 국제관계대학원(MGMO) 국제법학과를 졸업했으며 

같은 해 프라하의 샤를 대학(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이우리스 의사라는 칭호를 

얻었다. 전문 출판물과 학술지에 다수의 기사를 게재하고, 1999년 3월 

헤이그 협약 제2차 헤이그 외교회의 등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정부간·전문가 

회의에 다수 참여하였고 얀은 문화재보호법, 무력 분쟁법, 국제 공법 전반의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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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페이줄라예프

중앙아시아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문화유산보호와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건축가이다. 국제전문가팀의 일원으로 

참여해 카자흐스탄의 코자 아흐메드 야사위 영묘의 보호 및 문화유산영향 

평가보고서 작성을 담당했다(2019~2020).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역사센터의 새로운 시장 ‘샤흐리스탄’ 프로젝트의 일환 

으로 유산영향평가를 위임받아 수행하기도 했다(2019). 부하라 역사지구관리 

계획 작성에도 기여했다(2015~2016). 독일 데사우의 안할트응용과학대학에 

서 기념비적유산 석사 학위와 타슈켄트 건축 및 토목공학연구소에서 건축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2018년부터 국제ICOMOS의 회원이다.

김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동유럽 및 소련학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 국제학(러시아 및 중앙 아시아)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카자흐스탄 대학교(쿠스타나이 주립대학교, 

알프라비 카자흐스탄대학교)에서 한국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 파견  

한국인 해외 자원봉사자로 일했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한국외국어 

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고2001년부터 2007년 

까지는 알파라비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에서 강사 및 방문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2007년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학과에서 중앙아시아학 강사로 

일하고 있다. 또한 장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단체, NGO 등 다양한 공공 

기관과 민간 단체에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자문과 컨설팅을 맡고 있다.

고대영

당진시청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학예사

충남대학교에서 역사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0년부터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에 재직하며 줄다리기 연구와 전승 및 축제를 담당했다. 

2015년에는 ‘줄다리기 의례와 게임’의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또한 2016년부터 한국 전통 줄다리기 보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필립 브로싼트

국제민속축전기구협의회 회장

2014년부터 국제민속축전기구협의회(CIOFF) 회장직을 맡고 있다. 115개의 

국제민속축전기구협의회 회원국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매년 350 개의 

축제가 조직되고 8만 명의 젊은 예술가,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 수백만 명의 

관중이 축제에 참여한다.

브로산트는 2017년부터 프랑스 국제민속축전기구협의회 이사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유네스코와 400개의 유네스코 

공식 파트너 NGO 단체의 연결을 관리하는 NGO-UNESCO 연락위원회 

의장이었다. 

유네스코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청소년과 이들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포럼’과 ‘튀니스 이민에 관한 포럼’을 주최하기도 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포럼 담당 NGO-UNESCO 연락위원회의 

부의장직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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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얀 니콜로프

유럽민속축제협회 회장

불가리아 벨리코타르 노 보대학 에서 정보과학 석사 학위와 불가리아 

과학아카데미 민족학박물관의 민족학 및 민속학 연구소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유네스코 무형유산 파트너인 유럽민속축제협회(EAFF)의 회장이며, 유네스코 

산하 동남부유럽의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센터 집행위원회 위원이다.

무형유산 NGO포럼의 운영위원회 위원이자 ‘유로포크TV’의 CEO이며 

유럽민속대회 ‘유로 포크’와 세계민속대회 ‘월드 포크’의 책임자이기도 하다.

1998년부터 150개가 넘는 민속 축제를 주최했다.

전략	회의	세션	3	/	사회자:	우라잘리	타슈마토프,	알리셔	이크라모프

우라잘리 타슈마토프

우즈베키스탄 국립예술문화연구소 교수

1978년 타슈켄트국립문화연구소를 졸업하고 2007년에는 동 연구소의 

교수로 임용되었다. 1978년부터 전국 신문과 잡지에 50개 이상의 과학 기사를 

발표하고 14권의 교과서, 2개의 전집, 1권의 전통문화(구전유산과 공연예술) 

논문 단행본을 저술했다. 

문화부에 재직하는 동안(2002~2011) 국립민속학센터장으로서 문화유산목 

록과 무형유산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서 초안을 작성했다. 후에 우즈베키스탄 

국회와 내각에서 이를 채택했다. (우즈베키스탄공화국법률 ‘문화유산보호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 ‘2009~2014 아동음악 및 예술학교에 관한 

국가프로그램’, ‘보호를 위한 국가프로그램’, ‘2010~2020 무형유산의 보호, 

홍보, 사용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 등)

자한기르 셀림카노프

아제르바이잔 국립음악원 국제관계학과 학과장

유네스코 무형유산 국가전문가이다. 아제르바이잔 국립음악원 국제관계학과 

학과장, 유럽문화의회 위원, 유럽 올해의 박물관상 심사위원(2011~2016)을 

역임했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부다비, 밴쿠버, 오슬로, 방콕을 포함해 해외 수십 개 도시 

의 컨퍼런스, 심포지엄, 축제와 여러 문화행사에 강사, 패널, 연사, 발표자로 

참여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바쿠에서 개최되는 다분야 연례국제행사인 시, 예술,  

영성의 축제 ‘나시미 페스티발’을 조직하는 일을 맡고 있다. 약 30년 동안 

현대음악, 문화정책, 창의력 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정규교육 

과정을 가르쳤다.

허권

몽골국제대학교 교수

연세대학교에서 역사를 전공하고 설계자, 기획자, 전문가로서 여러 공적, 민간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활동했다. 30년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재직했으며 

이후에는 한국전통 문화대학교의 초청 교수로 임용되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울란바토르의 몽골국제대학교에서 젊은 세대의 교육에 기여하고 

있다. 

1990년에는 유네스코 실크로드프로그램 체계 내에서 경주 실크로드국제 

심포지엄을 조직하는 데 중요한역할을 했다. 또한 한국대표단의 고문으로 

중앙아시아학국제연구소 설립에 기여했다.

한국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Korea)의 핵심 창립자이며 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4년 동안 재임했다. 2014년에서 2015년까지는 

세계유산도시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처 사무총장직을 맡아 현장 

관리자들이 문화유산보호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아태센터의 두 번째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어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아태센터 사무총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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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하트 주마예프

프랑스 주재 투르크메니스탄 특명전권대사

수년 동안 여러 국가에서 특명전권대사를 역임했다. 2018년에서 현재까지는 

프랑스, 2010년에서 2018년까지는 루마니아, 2008년에서 2010년까지는 

아르메니아에 주재했다. 아르메니아에서 대사로 재직하기 전인 2007년에서 

2008년까지는 아르메니아 주재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의 제1서기관이었다.

2002년에서 2007년까지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 유럽국가부의 제 3서기관을 

지냈으며 2000년에서 2001년까지 몰도바 주재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 

담당관을 지냈다.

크리스타 피캇

유네스코 알마티사무소 소장

타르투대학교(에스토니아)에서 영문학 석사 학위와 더오픈대학교(영국)에서 

개발관리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 청년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 유네 

스코에 합류했으며 중부 및 동유럽 개발프로그램(PROCEED)과 대외관계 

부문에서 일하고 사무총장 및 유네스코 본부(파리)의 전략기획국에 근무 

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네스코 타슈켄트사무소 소장과 우즈베키스탄 

유네스코 대표를 역임했다. 2017년 4월부터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유네스코 알마티 사무소 소장 겸 유네스코 대표직을 맡고 있다.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에스토니아어(모국어)와 기본적인 스페인어를 

구사한다.

박상묵

유네스코 아태무형센터 프로그램 전문가

문화유산과 관광자원관리에 관심을 갖고 학문적 지식을 쌓았다. 2016년 

초에 프로그램 전문가로 아태센터에 합류하여 무형유산 종목 및 이해관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포함해 무형유산보호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개시했다. 무형유산 정보공유플랫폼 

(ichLinks) 프로젝트에 시작단계부터 참여해 전반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시스템 구조를 설계하는 데 기여했다.

메흐라드 샤바항

유네스코 인문사회과학분야 사업전문관

유네스코 인문사회과학분야 ‘조사, 정책 및 미래연구’ 분야의 실크로드 사업 

프로그램 전문가이다. 2007년 유네스코에 합류한 이래 '대화 통로' 사업과 

'일반 및 지역 역사' 사업을 담당했다. 현재 실크로드 사업을 책임지고 있으며 

해당 사업과 다양한 하위 이니셔티브의 개념 및 운영 관리 담당자이다. 

실크로드 온라인 플랫폼의 편집 감독으로도 활동 중이며 유네스코 합류 

이전에는 이란의 ‘문명간 대화를 위한 국제센터’의 『대화 보도Report of 

Dialogue』 잡지 제작에 참여했다(2002~2004). 

메흐라드 샤바항은 지역 역사 및 종교인류학 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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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회의	워킹그룹	위원

박상배

KF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 사무차장

박상배 사무차장은 2020년 8월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KF) 한-중앙아협력 

포럼사무국 사무차장으로 재임 중이다. 그는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 

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92년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입사한 이래, 

재단의 국제협력부, 인사교류부, 기획실 등에서 근무하였다. 또한 재단의 인사 

교류부장, 연구장학사업부장, 기획조사팀장, 경영혁신실장, 감사실장, 

국제협력1실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2005년에는 호치민사무소(현 하노이 

사무소) 소장과 2019년에는 모스크바 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며 베트남과 

러시아 내 한국학 진흥 사업과 공공외교 사업을 추진하였다.

마이클 피터슨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전문관

학부에서는 경제학과 문학을 전공하였고 대학원 과정에서 영상 소통을 

특화하는 기술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10년간 

유네스코 아태무형유 산센터에서 다양 한 책자 발간에 종사해 왔으며 

영문계간지인 ICH Courier의 디자인 개편을 주도했고 동 잡지에 대한 대중의 

인식제고를 위해 기여한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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