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유산 보존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2018 - 2020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기록유산

ACC-MOWCAP

한글

기록유산 보존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2018 - 2020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기록유산

ACC-MOWCAP

한글

목차

4

서문

8

프로그램 소개

10

ACC-MOWCAP 기록유산 보존 프로그램

12

프로그램 결과

13

캄보디아

보파나 시청각 자료 센터

14

쿡아일랜드

쿡아일랜드 문화개발부

16

피지

남태평양 대학교

18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음악 박물관

20

인도네시아 국립 아카이브 / 시네마텍 인도네시아

22

전통 구전 협회

24

이란

텔리아 정보 기술 회사

26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문화 예술 협회 쿠칭 지부
말레이시아 세계유산 영상 센터

28
30

몽골

몽골 문화유산 네트워크 · 커뮤니케이션 협의회

32

미얀마

미얀마 도서 원조 · 보존 재단
미얀마 영상 복원 센터

34
36

필리핀

메트로-다구판 대학교

38
40

뉴 시네마 센터

스리랑카

차트라세나 바지라 무용 재단
자나미히라 니르마나

42
44

동티모르

티모르 에이드

46

투발루

세계기록유산 투발루위원회

48

베트남

위옌 휘 가족

50

부록

50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 태평양지역위원회 (MOWCAP)

5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아시아문화원

52

ACC-MOWCAP 협력사업

서문

김귀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 태평양지역위원회 (MOWCAP) 의장

다양한 민족의 삶과 언어, 역사의 흐름과 위대한 인물 및 사상 등을 담고 있는 기록유산은
인류 문화발전의 토대이며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기록유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손실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망각되기 쉬운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류가 살아온 경험과 문화가
반영되어 있는 기록유산은 시대와 문화권을 막론하고 인류 모두에게 귀중한 가치를 지니

고 있기에, 이를 보존하고 우리 세대와 후손들을 위해 접근성을 높이고 활용하려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유네스코는 1992년 인류의 소중한 기억들이 여하한 이유로 훼손되거나 사라질 위기로부

터 구하고자 “세계의 기억 (Memory of the World)”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1995
년 이후 국가별 중요한 기록유산을 등재한 이래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432건의 기록유산
이 국제목록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중에는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은 99건을 등재

할 정도로 많은 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기후환경과 재정적 · 기술적 한계
로 인해 많은 기록유산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소중한 기록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MOWCAP은 지난 3년간 ACC와 협력하여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혁신적인 28개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중에는 훼손 위기
의 필름 보존 작업부터 다큐멘터리 제작까지, 우리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담고 있

는 소중한 기억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집은 그동안 기록유산을 보존하고 후손에
게 물려주기 위한 우리의 공동 노력의 증거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자료집 발간을 통해 아시
아 · 태평양 지역 기록유산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3년간의 ‘ACC-MOWCAP 기록유산 보존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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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직무대리

이기표

아시아문화원장

기록유산은 전 인류의 문화적 · 역사적 자산 중 가장 중요한 동시에 손상되
기 가장 쉬운 형태의 유산으로, 이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일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기록유
산은 나뭇잎 필사본, 석각, 목판에서부터 사진, 영화 등에 이르기까지 인류
가 오랜 시간 동안 간직해온 다양한 문화에 대한 자료들로서, 기록유산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 태평양지역

위원회(Memory of the World Committee for Asia and the Pacific,

MOWCAP)는 2015년 업무협약 체결 이후, MOWCAP의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왔으며, ‘ACC-MOWCAP 기록유산 보존 프로그램’
은 그중 가장 주목받는 협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선정된 프로젝트 기관 및
단체에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훼손 위기에 처한 기록물
의 보존과 접근성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로서의 유산입니다.

아시아문화원은 이러한 기록물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아시아 · 태평양 지

역의 훼손 위기에 처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선정된 총 28개의 프로젝트

2018년부터 MOWCAP과 함께 ‘ACC-MOWCAP 기록유산 보존 프로그
램’을 시작하여 지난 3년간 13개국 19개 기관을 지원했으며, 이는 여러 면
에서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선정된 기관들은 당초 취지
와 주어진 가이드라인에 따라 훼손 위기의 필름 보존에서부터 등재 기록물
의 다큐멘터리 제작까지, 다양하고 혁신적인 28개의 프로젝트들을 통해 아
시아 · 태평양 지역 기록물의 보존 · 접근성 강화 및 활용을 위하여 힘써왔
습니다.

루어내었습니다.

이 자료집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ACC-MOWCAP 기록유산 보존

그동안 우리는 무궁무진한 아시아의 보물을 가까이 두고서도 제대로 활용하

를 제공하고 그 중요성을 공유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자료집을 통해 더 많

특히, 프로젝트의 결과로 이번에 출판하는 ACC-MOWCAP 기록유산 보존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기록유산’의 발간을 진심으로
는 기록유산에 관한 아카이빙, 웹 연구, 저술 및 출판 등의 다양한 결과물을 이

지 못했습니다. ACC는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기록유산을 발굴하여 문화적
원천소스로 활용하고, ACC의 창제작 콘텐츠로 발전시켜 새로운 문화적 가치
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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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보고라고 할 수 있으며,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간직해야할 기록으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아 보존 · 활용한 다양한 기록물들에 대한 정보
은 아시아 · 태평양 지역 독자들이 평소 접근하기 어려웠던 기록물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넓히고 기록유산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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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소개

ACC-MOWCAP

기록유산 보존 프로그램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아카이브, 도서관, 박물관이 소장 · 관리하고 있는 기

록유산은 지역의 다양한 민족 · 언어 · 문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사람들의
기억과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류의 귀중한 유산을
소장하고 있는 많은 기록물 기관들은 기후 변화, 물적 · 인적자원의 부족과 같

은 지역의 상황들로 인해 일부 컬렉션은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등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도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 태평양지역위원회(MOWCAP)는 ‘ACC-

MOWCAP 기록유산 보존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발걸음을
떼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인류의 기록유산에 대한 보존과 접근성 강화를 지원
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UNESCO MoW) 프로그램과 그 목표를
함께 하고 있으며,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아카이브, 박물관, 도서관 지원을
통해 기록물 컬렉션의 보존, 디지털라이징, 출판, 트레이닝, 워크숍과 같이 중
요하고 혁신적인 프로젝트 및 이니셔티브 지원을 통한 기록물의 보존 · 접근
성 강화를 위한 노력에 함께하고 있다.

이러한 ACC-MOWCAP 기록유산 보존 프로그램은 이미 그 지역의 기록유산
보존에 큰 영향을 끼쳤다. 2018년도에 시작한 첫 프로그램 이후 현재까지 총

100,500 달러(USD)를 13개국 · 28개 프로젝트에 지원하였다. 기록유산 보
존 프로그램의 지원금을 통해 목판, 토착 의료 종려잎 필사본에서부터 셀룰로
이드 필름, VHS 테이프, 인화 사진, 석판, 신문까지 다양한 형태의 기록유산
을 보존 · 접근성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디지털라이징, 출판, 카탈로그 · 다큐
멘터리 제작, 세미나, 트레이닝 등 많은 의미 있는 성과들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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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결과

캄보디아

보파나 시청각 자료 센터

2019
1980-1990년대 캄보디아 시청각 자료
디지털화를 위한 장비 구입

Bophana Audiovisual Resource Center

캄보디아 보파나 시청각 자료 센터는 크메르 루주 (Khmer

Rouge) 정권 몰락 이후인 1980년대부터 1990년대를 아우르
는 뉴스 보도 및 크메르 정권 관련 영화를 담은 중요한 비디오카
세트를 소장하고 있다. 비디오카세트가 세월이 지나면서 손상되
고, 또 카세트를 사용하여 기록하는 것이 더 이상 잘 사용하지 않
는 기술이 되면서 이 기록물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오
래된 기기가 망가지게 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거
나 비디오테이프에 기록된 내용들을 손상시키게 되고, 결국에는
해당 기록물을 더 이상은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캄보디아의 기억을 지키고 공유하는 역할을 해온 2006년에 설
립된 보파나 시청각 자료 센터는 ACC-MOWCAP 기록유산 보

존 프로그램의 2019년도 지원금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VHS

좋지 않아 디지털 변환 작업을 중간에 중단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다행히 참여 스탭이 무료 소프트웨어를 찾아 저화질

이미지를 고치고 안정화할 수 있었다. 디지털화된 시청각 자료

는 5,290여 편이 넘는 캄보디아 관련 비디오, 오디오 녹음 및 사
진을 소장한 센터 아카이브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었다. 이 DB

는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 있는 누구든 무료로 사용할 수 있
으며, 센터에서 매주 주최하는 영화 상영회는 모바일 시네마와

캄보디아 영화축제와 같은 영화제를 통해 전국에 유통되었다.

의 노력은 더욱 험난했는데, 이는 유매틱 (U-matic) 카세트를

2019년도 지원금을 통해 구입한 VHS 재생기기는 센터가 계획
한 디지털라이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
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기록유산 보존 및 디지털라이징
프로젝트에 사용될 것이다.

해야했기 때문이다.

캄보디아의 기록물을 보존하고, 이를 디지털화하여 대중들이 쉽

보파나 시청각 자료 센터는 VHS 재생기기를 구입하여 비디오카

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내에

테이프 226개와 유매틱 (U-matic) 카세트 17개에 담긴 자료
중 일부를 디지털화 하였다. 이러한 기록유산을 지키려는 각고

재생하는 기계가 더 이상 생산이 되지 않아 다른 국가에서 수급

세트 12개 및 출판물 8개를 디지털화 했다. 1993년 올림픽 경
기장에서 열린 권농일 행사, 1994년 왕궁에서 열린 종교 행사,

리암커 타세운 (Reamker Tasseun) 및 캄보디아 타투 관련 종
교행사 녹화장면을 담은 카세트를 디지털화했다. 프로젝트의 일

환으로 참여 스탭 한명은 기기 사용 및 디지털 프로세스에 관한
트레이닝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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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중간 중간에 오래된 카세트테이프의 일부 상태가 매우

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카이브의 컬렉션을 통한 나라
서 기억을 전파하고 세대 간의 역사로서의 기억 전승이 가능해
진다. 불행하게도 현재 캄보디아에서 시청각 기록유산을 지키고
자 하는 기관들은 오래된 기술을 사용하고, 또 여타 상황이 계속

해서 악화되는 두 가지 악재를 동시에 겪고 있다. 하지만 보파나

시청각 자료 센터의 컬렉션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이제 안전
한 상태가 되었으며,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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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결과

쿡아일랜드

쿡아일랜드 문화개발부

2019

2020

1957-1970년 쿡아일랜드 신문

1981-2000년 쿡아일랜드 신문 디지털화 작업 및
1840년도 쿡아일랜드 희귀 도서 65권 수집 및

디지털화 작업

디지털화 작업

Ministry of Cultural Development

니라 신문을 보관하는 장소에 기온 조절을 통해 적정 온도를 유

1957년부터 1978년사이 발행된 총 42,545장에 이르는 쿡아일
랜드 신문 스캔 작업은 2019년도 지원금을 통해 이루어졌다. 국립
아카이브 내 워크스테이션 두 곳을 통해 디지털화된 신문을 물리적
으로도 먼저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이외에도 문화개발부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결과를 업로드 하
였다. 다른 긴급한 작업 및 경쟁 프로젝트로 인한 인력 수급문제로
프로젝트가 잠시 주춤하기도 했지만, 제 시간 내에 완료되었으며 애
당초 계획이었던 1970년까지 발행된 신문보다 더 많은 양의 신문
을 디지털화 하였다.

을 막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프로젝트를 통해 추진한 새로운 기기의 설치 및 사용을 통해, 쿡아

기록유산의 보존 및 보관을 위한 자원이 부족하게 되면, 그에 따

었다. 이 작업은 1981년부터 2000년에 발행된 신문을 대상으로

쿡아일랜드 국립 아카이브는 1957년부터 1980년까지 발행한
쿡아일랜드 신문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곳이다. 이렇게 희귀하

고 쿡아일랜드의 역사를 다루는 특별한 신문이 낡고 부스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면서 보존상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뿐만 아

지하는 장치가 없어 쿡아일랜드의 열대기후로 인한 신문의 손상

른 기록유산 훼손 위험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쿡아일랜드 문화
개발부, 국립 아카이브 그리고 남태평양 대학교 쿡아일랜드 캠

퍼스는 상호 협력을 통해 쿡아일랜드 신문을 보존하고, ACC-

MOWCAP 기록유산 보존 프로그램의 2019년도 및 2020년도
지원금으로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 더 많은 사람들이 신문을 이
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러한 보존이나 디지털
라이징 작업 없이는 손상 위험이 너무 커 대중의 사용을 제한해
야 하는 기록물에 대한 보존 작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
었다.
작업실 구성을 위한 디지털 스토리지, 스캐너 및 장비 구입은

2019년에 진행하였으며, 프로그램 지원금 이외에도 디지털라
이징 작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립 아카이브 측에서 추가적인
스캐너를 구입하였다. 국립 아카이브 직원 두 명과 더불어 추가
전담 스탭 두 명이 본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스탭과 직원들은 정성을 다해 신문을 닦고, 새롭게 포장 후 분류
작업을 하여, 스캔하고 저장하였다. 일련의 작업은 한 번 디지털
화된 신문이 추가 작업 없이 계속 오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디지털라이징 작업 덕분에 연구진 및
대중들이 기존의 파손되기 쉬웠던 신문을 걱정 없이 사용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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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랜드 국립 아카이브에서는 더 많은 신문을 디지털라이징 할 수 있

하는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까지 계속되었다. 신문의 디지털라이
징 작업 이외에도, 문화개발부는 2020년도 지원금으로 1840년 이
전 발간된 희귀 서적 65권을 디지털화 하였다. 해당 도서는 국립 아
카이브에서 주최한 쿡아일랜드 희귀 도서 컬렉션 225선에 선정된

도서이며, 선정 기준은 도서 내용 · 시기 · 상태를 기반으로 하였다.

더 많은 신문과 도서가 디지털화 되면서 역사적인 사건 · 이야기 및
신문에 실린 그 이외의 중요 사건들에 대한 접근 및 공유가 더욱 용

이해졌으며, 이는 쿡아일랜드의 지식 · 문화 · 역사 및 사람을 이해하
고 기억하는데 기여했다.

이 프로젝트는 디지털 신문 컬렉션에 담겨있는 역사적 가치 발굴을
위해 쿡아일랜드의 신문 이외에도 아티우, 아이투타키, 마우케, 망
가이아 및 미티아로섬과 함께 협력하여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는 태평양 여러 섬에서 연설가들과 역사학자들이 사라지면서 생

긴 공백을 메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디지털라이징
프로젝트를 통해 쿡아일랜드에서 발행한 신문과 서적에 대한 접근
성이 강화되는 것은, 쿡아일랜드 사람들이 자신들의 역사에 대해 정
보를 좀 더 쉽게 제공받고, 더욱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또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통해 현재의 삶 · 경험과 신문에 실

린 다양한 내용들을 비교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을 기르는데 큰 공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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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결과

피지

2018
지역내외 접근성 강화를 위한 남태평양 대학교
(USP) ICA-AtoM 아카이브의 도입 · 카탈로깅 및
디지털라이징

남태평양 대학교

The University of the South Pacific

남태평양 대학교는 12개가 넘는 남태평양 도서국가의 기록유산을 소장하고 있지만, 이
기록유산에 대한 접근은 무척 제한되어있다. 남태평양 대학교는 1968년 정부와 12개
국(피지, 키리바시, 마셜제도, 나우루, 니우에, 솔로몬 제도, 토켈라우, 통가, 투발루, 바

누아투 및 사모아)이 공동 설립한 대학교로, 현재 이 대학에 소장되어 있는 기록유산의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아 남태평양 제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산과 함께하
게 될 기회를 충분히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2018년도 지원금을 통해 추진하게 된 이 프로젝트는 남태평양 대학교에 ICA-AtoM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 남태평양 지역의 기록유산의 확인 · 정리 · 수집
· 디지털라이징을 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남태평양 대학교는 남태평양 지역 내에서
최대 규모의 아카이브를 자랑하는 기관으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 ICA-AtoM 웹 기반
아카이브 소프트웨어를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서 최초로 사용하게 되었다.
남태평양 대학교에서 시작한 수많은 이니셔티브와 기록 · 문서화작업은 태평양 지역 기

록유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아카이브

의 관리가 더욱 용이해졌다. 프로젝트의 일환인 디지털화 작업은 남태평양 대학교 라우

칼라 캠퍼스 및 컬렉션을 대상으로 계획되었으나, 이후 다른 캠퍼스 컬렉션들도 포함시
킬 수 있도록 확장되었다.

현재 남태평양 대학교는 12개 회원국에 캠퍼스를 두고 있으며 각 국가와 주변 지역의
유산에 접근 할 수 있는 훌륭한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학 내 설치된 이러한 디
지털 자산을 기반으로, 앞으로 남태평양 대학교는 지역사회 및 근처 국가와 협업을 도

모하여 해당 아카이브 및 컬렉션에 대한 접근성 및 각 회원국 내의 디지털화 기술 역량
을 강화하는데 더욱 힘쓸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남태평양 대학교는 ICA-AtoM 데이터베이스와 이러한 DB 관

련 인터넷 포털 관련 지식들을 피지 국립 아카이브와 같은 지역 내 동료들과 함께 공유
할 수 있게 되었다. 프로젝트를 통해 알게 된 소프트웨어를 통한 장기 디지털화 작업,

그리고 이러한 작업들이 기존의 처리 구조에 어떻게 통합되는지, 또 전체적인 방향성은
어떻게 접근하는지와 같은 중요한 사항들을 함께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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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결과

인도네시아

2020
인도네시아 음악 매거진 <악투일 (Aktuil)>
1967-1978년 발행호 디지털화 작업

인도네시아 음악 박물관
Museum Music Indonesia

음악 매거진 <악투일 (Aktuil)>은 인도네시아 1967
년부터 1978년까지 여러 음악 장르의 발전상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1967년 반둥에서 초판 발행
되었으며, 인도네시아 음악의 황금기인 1970년부터

1975년 사이에 젊은 층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인도네시아 음악 박물관은 프로그램의 2020년도 지
원금을 통해 <악투일 (Aktuil)>매거진 200권을 디지
털화 하여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이를 통해 아시아 ·
태평양 지역 및 세계 곳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도네시아 동자바 말랑시에 위치한 이 음악 박물관

은 2009년에 설립된 인도네시아 최초의 음악 박물
관이다. 박물관에는 비닐 레코드, 카세트, CD, 악기,
무대의상, 잡지 및 책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음악에 관

련된 35,000개의 컬렉션이 있다. 이 컬렉션의 대부
분은 인도네시아 뮤지션 작업과 관련된 것이며, 컬렉

션의 수집은 음악 애호가 및 수집가들을 통해 이루어
졌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인도네시아 음악 박물관은 <악투

일 (Aktuil)> 매거진 전체를 스캔할 수 있었다. 한 권당

60페이지로 이루어진 매거진은, 디지털라이징 작업
이후 이를 정리하여 목차를 포함한 카탈로그로 제작 되
었다. 제작한 카탈로그는 약 10부 정도 인쇄하였고, 이
후 온라인에도 업로드 하였다. 인도네시아 음악에 관련
한 지식을 학생, 뮤지션, 저널리스트 및 연구진에게 전달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본 프로젝트의 성과는 웹사이트
(http://www.museummusikindonesia.id) 에서 확
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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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결과

인도네시아

2019
PPFN (Pusat Produksi Film Negara)
아카이브 카탈로그 제작

인도네시아 국립 아카이브 / 시네마텍 인도네시아
The National Archive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
Sinematek Indonesia

우선 각기 다른 창작기관에 수많은 컬렉션이 흩어져 있었
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으로 기록유산을 식별 · 구분하는 작

업이 선행되었어야 했다. 이에 시네마텍은 아카이브 식별

인도네시아 국영 영화제작사이며 인도네시아 영화산업의

선두주자인 PPFN (Pusat Produksi Film Negara) 아카

시네마텍은 해당 활동을 완수하기 위한 예산과 스폰서 및

작 및 동남아시아 다문화 영화 제작과 관련한 공동의 역사

트와 활동을 통해 기록유산 보존 및 아카이브 프로그램에

이브에 소장되어 있는 사진 · 영화는 인도네시아 영화 제
의 중요한 부분이다. 시네마텍 인도네시아(Sinematek

Indonesia)는 이러한 PPFN의 수백 장의 사진 및 32편의
영화를 소장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국립 아카이브(The
National Archive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ANRI)는 사진 4,300장에 해당하는 관련 사진 기록물을 소
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네마텍 인도네시아가 보관하고 있
는 영화 중 많은 수가 현재 파손 위험에 처해있었으며, 카탈
로그화 되어있지 않아 조속한 보존 관련 작업이 필요한 상
황이었다.
1975년 설립된 시네마텍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초의 영
화 아카이브로,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유일무이한 영화 아
카이브이다. 시네마텍은 인도네시아 국립 아카이브와 함
께 2019년도 지원금을 통해 PPFN 아카이브 카탈로그 프
로젝트를 시작하였으며, 소장한 컬렉션이 모두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만들고 해당 기록유산을 보존하는 노력을 기울
여 왔다.

20

· 기술 계획 · 문학적 연구 · 분류 및 설명 · 데이터 아카이브
재정립 · 레이블링 · 유효성 확인 후 출판 준비 작업을 진행
하였다. 이외에도 보존 측면에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으
며 영화 아카이빙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도 하였다. 또
한 카탈로그를 통해 사용자들이 더욱 쉽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자료는 접근성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성과 아카이브를 훌륭하게 유지해주는 자료이다.

기부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이벤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이번 프로젝트는 포괄적
인 카탈로그를 만들고 이를 통해 PPFN과 시네마텍 인도네
시아의 역사를 더욱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더불어 PPFN의 아카이브 역사 · 아카이브 콘텐츠 및 이용
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번 카탈로그는 연구진 ·

학생 · 제작사 · 영화 애호가 및 대중에게 더욱 유용할 것이다.
프로젝트를 통해 브로슈어 · 포스터 · 배너 · 비디오 클립 ·

보도자료 · 소셜 미디어에서 홍보로 사용할 정보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고, 기록유산 및 공동 기억에 대한 접근성

이 증진되었으며, 세계 영화 제작, 팝컬쳐 보존, 특히 아시
아 · 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산 보존에 도움이 되었다.
이외에도 이 프로젝트의 결과를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사

람들과 미래세대가 영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인도네시아 문

화에 대한 접근이 가능했다는 점에서도 기록유산의 접근성
측면에서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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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결과

인도네시아

2019
세계기록유산 <라 갈리고(La Galigo)>
다큐멘터리 제작

전통 구전 협회

Oral Traditions Association

약 14세기에 쓰인 유명한 신화 <라 갈리고 (La Galigo)>는 술라웨시슬라탄 주(South Sulawesi)
의 부기스(Bugis)인들의 문학적 전통에 일부로서 부기족의 생활 · 문화 · 종교의 많은 부분을 담고
있다. <라 갈리고>는 6,000페이지에 달하며 약 25,000단어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양의 저작물 중 하나이다. <라 갈리고>에서는 최초의 인간이 지구로 내려와 겪는 어려움 · 끈기 · 사
랑 · 연대감 · 삶의 수호 및 교육에 대해 이야기한다. 마자레크 (Massureq) 전통 방식으로 <라 갈

리고>를 낭독하는 것은 부기스인이 자신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가치, 존엄성 그리고
자신감을 갖게 한다.

<라 갈리고>는 이렇게 수세기에 걸쳐 부기스인들 사이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던 이야기를 18세기에
필사한 저작물이다. <라 갈리고>의 여러 필사본 중 하나는 1850년대 부기스인들이 영웅으로 여기
는 아룽 판주나 토아 (Arung Pancana Toa) 여왕이 쓴 것으로, 이는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선정되었다. 구전 전통 협회는 프로그램의 2019년도 지원금으로 <라 갈리고> 내용에 대
한 20분 길이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였다.
구전 전통 협회(Oral Tranditions Association)는 족자카르타(Jogyakarta)에 위치한 오디오 및

비디오 에이전시 · 전문가 ·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라 갈리고> 인식 · 인지도 제고를 위한

20분 길이의 영화 제작을 시작하였다. <라 갈리고>가 지역사회와 세계를 비롯하여 특히 젊은 세대
에게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에 대해 다루면서, <라 갈리고>를 교육 목적으로 사용 · 트레이닝을 제
공하고 문화유산과 기록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고자 하였다. 구전 전통 협회는 제작한 다큐멘터리
를 통해 집단지성과 문화유산 보존하고, 전통 구전의 지속적인 발전 및 소수언어 보호 · 보존을 위
한 담론을 만들어냈다.
전통 구전 협회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다른 문화유산의 기억을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다큐멘터리를 통해 지역 정부 및 관련 기관이 문화유산과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
한 더욱 많은 참여와 공헌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했다. 다큐멘터리는 예술가 · 종교 지도자 및

문화 예술 부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살아있는 구전 기록유산을 디지털
형식으로 담아냈다. 다큐멘터리를 통해 이러한 전통 구전을 부각시키고 퍼뜨려, 문화 간 조화에 대

한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문화 간의 이해를 쌓고 다양성을 촉진시키며, 예술을 통한 더 깊은 이해
가 가능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다큐멘터리는 전통 구전 협회 유튜브 페이지에 업로드 되어있으며,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

하다. (www.youtube.com/watch?v=rDC6OKnFuJs) 전통 구전 협회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책자와 함께 다큐멘터리를 담은 USB를 동봉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였고, 담론을 널리 확장시킬
수 있도록 공론화를 할 만한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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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결과

이란

2018 - 2019
1908-1941년 이란의 고고학 문서 · 보고서 문서화,
카탈로그, 인덱스 작업 및 디지털 콘텐츠 온라인 게시

텔리아 정보 기술 회사

Telia Information Technology Company

이란 문화유산 및 관광 리서치 · 기록 센터 (The Documentation Center of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and Tourism)는 전문적이고 실직적인 도움과 프로
젝트를 위한 아카이브를 제공해 왔다. 텔리아 회사가 작업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센터
의 웹사이트(http://www.ADRP.ir)에 디지털 형식으로 공개되어 있으며, 프로젝트의
첫 단계의 결실을 공유하기 위해 이란 내 주요 기관과 함께 선정된 문서를 전시하기 위
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로 2019년도에도 계속 진행되었던 카탈로깅 작업은

전문 고고학자들이 작성한 보고서 · 고고학 문서 · 다양한 고
대 유적지 및 지역과 관련 자료(1908년-1941년)는 현재 이

란 문화유산 및 관광 리서치 · 기록 센터(The Documentation

Centre of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and
Tourism) 아카이브에 소장 되어있다. 텔리아 정보 기술 회사
(Telia Information Technology Company)는 2018년 및
2019년도 지원금을 통해 초대형 기록유산 아카이빙 프로젝트
에 착수했다. 본 프로젝트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이란의 기
록유산을 보존 · 보호하고, 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모두가 기록유산을 제한 없이 사용 할 수 있
는 것 또한 프로젝트의 목표이다. 아카이브를 디지털화 하게 되
면 정보를 찾기 위해 직접 원본을 살펴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록유산 보존과 접근성 측면에 도움이 된다.
텔리아 정보 기술 회사는 1995년부터 사업을 해왔으며 아카

이빙, 디지털라이징 및 기타 문서 보존 프로젝트에 참여해왔
다. ACC-MOWCAP 프로그램의 2018년도 지원금으로 약

35,000개의 문서 중 2,000개 이상을 파일링 하였으며, 파일링
한 문서에는 이란의 고고학 역사가 담긴 개별 문서 400,000장
이 포함되어 있다. 파일링 작업 이후 프로젝트 팀은 문서를 담고
있는 오래된 폴더를 새로운 폴더로 교체하고, 문서를 디지털라
이징 · 카탈로깅 작업 후 인덱싱하여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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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MARC이라는 서지학적 형태의 도서 목록 인덱스를 사용, 고고학적인 증빙자료 및
문서에 대한 디지털라이징 작업을 계속하였다. 문서를 깨끗이 닦아 보존하였으며, 아
직 공개되지 않았거나 폐기될 문서로 분류된 많은 컬렉션의 보존 상태가 2019년도 프
로젝트를 통해 개선되었다. 이외에도 원본 문서를 위한 안정적인 보관 환경이 조성되었
으며, 관련 작업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상으로 출판하여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페르시아어를 현재의 언어로 서로의 명칭을 연결할 수
있는 동의어 구축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가 필요했었다. 이러한 수요에 따라 AtoM 기

반 소프트웨어에 가져와 사용할 수 있는 UNIMARC 포맷이 데이터에 사용되면서, 기관
간의 지식 전수 및 공유가 더욱 활발해 졌다. 이를 통해 문서의 존재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이루어졌고, 더욱 더 활용성을 높일 수 있었다. 이에 이 프로젝트의 성과에
대해 수많은 컨퍼런스와 소개 세션들이 열렸으며, 이를 통해 컬렉션이 더욱 눈에 잘 띌
수 있게 되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원본을 저

장하는 물리적 아카이브의 특성 상 기록물들이 분산되어있고 분류가 잘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원본 기록물들을 디지털화 과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려운 작업이었다. 뿐

만 아니라 고문서에 사용된 용어 · 숙어 및 필체가 제각각인 점도 디지털라이징을 어렵
게 하는 요소 중 하나였으며, 많은 양의 문서를 완전히 정돈하는 것 또한 과제 중 하나
였는데 이는 적절한 보관 장소, 원본 저장소 및 기관과 기관장의 지원으로 수월하게 진

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 중 가장 큰 성과는, 디지털화 작업을 진
행하면서 컬렉션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었고,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해 기록물 보
존의 중요성이 밝혀진 것이다. 일례로 이란과 관련된 기록물이 있을 것이라 여겨졌던
아카이브에 이란 외 지역의 고고학 문서 또한 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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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결과

말레이시아

2018 - 2019
말레이시아 세계기록유산 <항 뚜아 이야기
(Hikayat Hang Tuah)> 다큐멘터리 제작

말레이시아 문화 예술 협회 쿠칭 지부

Malaysian Arts and Culture Association Kuching

<항 뚜아 이야기 (Hikayat Hang Tuah)>는 말레이와 말레이 군도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세대를 거쳐 자랑스럽게 전해 내려오는, 말레이 민족의 전통 신화이자 고전 설화이다. 15
세기 인물인 항 뚜아는 왕에 대한 절대적 충정을 대변하는 영웅으로, 말라카 왕국이 말레이
군도에서 위세를 떨치던 시절 전통을 따르던 인물이다. 이 이야기는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말라카 왕국 시절에 누리던 위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기 위해 쓰였으며, 연극 · 책에서부터
동화 · 영화에 이르기까지 말레이시아 문화 곳곳에서 이 이야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항 뚜아 이야기>의 말레이시아 및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중요성은 2018년 및 2019년
도 지원금으로 말레이시아 문화 예술 협회 쿠칭 지부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에 잘 드러나
있다.
말레이시아 문화 예술 협회 쿠칭 지부는 2010년 말레이시아의 예술 · 문화 및 국가 유산을

2019년도 프로젝트에서는 다큐멘터리 촬영본 편집, 그리고 다큐멘터리 시사회 같은 촬영
이후 작업들이 이루어졌다. 완성된 다큐멘터리는 유튜브에 게시 · 소셜미디어를 통해 배포
되었으며, 이외에도 관심을 보이는 단체나 개인에게 CD 형태로 제작 · 배포되었다.

산을 보존하고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며 접근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후손을 위해 다큐멘터

말레이시아 문화 예술 협회 쿠칭 지부는 기록유산에 대한 접근성은 앞으로 프로젝트가 진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중 특히 말레이시아에서 급속도

것이라 보고 있다. 이러한 기록유산의 보급과 세대 간의 전승은 이렇게 텍스트를 시청각적

증진시키기 위해 지역 예술 문화 창작자들의 협력을 통해 설립된 단체이다. 협회는 기록유
리를 제작하였다. 다큐멘터리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전통 이야기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화 및 서구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문화유산을
지키고자 했다.

26

2018년 프로젝트에서는 말라카 왕국에 대한 예비조사 및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컨설팅
회의 · 준비 · 계획수립 · 촬영이 이루어졌다. 다큐멘터리 제작을 준비하던 당시, 이야기가
적힌 문서 및 보관소의 상태 때문에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질 자체가 저하되어 있어 <항 뚜
아 이야기>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렵게 된 적도 있었는데, 전문가와의 인터뷰, 말
레이시아 국립 아카이브 및 국립유산관리부의 협력을 통해 관련 정보 수집이 가능했었다.

행되면서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발전하고 전문 웹사이트가 등장하게 되면서 더욱 확장될

으로 재해석하면서 강화될 것이고, 접근성이 증대되는 다양한 방식을 이용하여 지속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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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결과

말레이시아
세계유산 영상 센터

2019

2020

말레이시아 영상 기록유산 관련 연구,
집필 및 도서 출간

‘2020 세계 시청각 기록유산의 날’ 행사

World Heritage Moving Image Centre

말레이시아 국가 유산 법률 (2005, Malaysia’s National

Heritage Act 2005)에 따라 시청각 기록유산은 말레이시아 내
에서 국가유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시청각 자료들
은 말레이시아 내 다른 유산들과 비교해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
으며, 국가 유산으로도 등재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세계유산 영
상 센터(World Heritage Moving Image Centre)는 2019년
도 지원금을 통해 말레이시아 공식 시청각 컬렉션에 관한 최초
의 책을 출간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청각 기록물도 국가 유산의
한 형태임을 공표하였다.
책은 <말레이시아 시청각 기록유산 (Malaysia Audiovisual

Heritage)>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으며, 이 책은 귀중한 역
사적 의미를 가진 시청각 자료 대한 이해 및 인식 제고를 목적으
로 한다. 시청각 자료 컬렉션의 중요성을 알리게 되면 사회에서
도 시청각 문화유산에 대한 책임과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리라
보았기 때문이다.
영상 센터는 말레이시아의 국립 영화 진흥 협회 (National

Film Development Corporation)인 미디어테크
FINAS(Mediatheque FINAS)에 소장된 많은 양의 컬렉션 중,
30개의 시청각 자료에 대한 인식과 접근성을 <말레이시아 시청
각 기록유산>을 통해 높이고자 하였다. FINAS는 1930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청각 · 영상자료 50,000편 이상을 소장하고
있는 곳으로, 여기에는 디지털화된 다큐멘터리 4,119편, 이벤
트를 담은 영상자료 6,700편 및 16,883편의 오디오자료가 포
함되어있다. 이외에도 출간된 책을 통해 시청각 컬렉션이 국보
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였다.
영상 센터 연구팀은 책에 실리고 분석할 30개의 콘텐츠를 선정
하였고, 책은 말레이시아 영화계의 저명한 학자 노르만 요세프

(Norman Yusof)와 그의 팀이 만들었다. 콘텐츠는 아카이브 내
50,000개의 필름 캔과 8,000개의 컬렉션 중 콘텐츠의 다양성
을 보여줄 수 있으면서 동시에 말레이시아에서 중요한 30개가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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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일반 인쇄물과 전자출판물의 두 가지 형식으로, 모두가 무
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출간되었다. 이러한 출간 작업은 영상 센
터 내부 예산으로 충당하였으며, 이는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기

관 간 협력이 가지는 가치를 보여주었다. 책 제작 자체도 이 프로

젝트의 큰 성과이지만, 가장 큰 성과는 아직 국제 · 지역 등재된
시청각 기록물이 없는 말레이시아 내에서 아시아 · 태평양 지역
목록에 등재가 될 만한 FINA 컬렉션을 고르는 과정이기도 한 것
에 큰 의의가 있다.

영상 센터는 출간물 제작 이외에도 말레이시아 내 시청각 기록
유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ACC-MOWCAP 기록유산

보존 프로그램의 2019년도 및 2020년도 지원금으로 총 아홉
개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으며, 본 프로젝트는 해당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말레이시아 시청각 기록유산>은 쿠알라룸푸르가 유

네스코 지정 세계 책의 수도로 선정되던 해인 2020년도에 출간
되었다.

시청각 기록유산을 국가유산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있
지 않아 말레이시아 내에서 ‘시청각 기록유산의 날’을 국가 연례
행사 차원에서 기념하지 못하여왔다. 말레이시아 국립 아트 갤

러리의 2019년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영상 센터는 연례 기념행
사를 진행하고자, 2020년도 11월에 약 7일간 말레이시아 시청
각 기록유산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였다. 해당 행사는 온

라인으로 진행되었는데, 영화 상영에서부터 온라인 전시 · 세계
기록유산 등재 과정 소개 · 세계기록유산 시청각 기록유산 포럼 ·

2019 지원금으로 만들어 진 <말레이시아 시청각 기록유산> 도
서 론칭 및 시청각 아카이브 및 보존 특별 시상식까지 다양한 프
로그램으로 이루어져있다. 행사에는 시청각 기록유산 관련 많은
관계자들이 참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청각 기록유산을 감상하
고 이에 대한 대중의 인식 개선 및 보존에 대한 필요성 인식 등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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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결과

몽골

2020
몽골의 기록유산의 홍보 및 보급을 위한
웹사이트 제작

몽골 문화유산 네트워크 · 커뮤니케이션 협의회

Council for Cultural Heritage Networking and Communication

몽골 네티즌 대부분은 인터넷 상에서 몽골어로 소통하지만, 정작 몽골어로 기록

된 몽골의 기록유산에 관련된 내용은 찾기가 힘든 실정이다. 이에 몽골 문화유산
네트워크 · 커뮤니케이션 협의회는 2020년도 지원금을 통해 몽골어 및 영어로

된 웹사이트를 제작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몽골의 기록유산에 대한 접근성 강화

· 이해도 및 지식 공유를 하고자 한다.

몽골 문화유산 네트워크 · 커뮤니케이션 협의회는 워크숍 · 세미나 · 특별 전시 및

모델링 작업한 몽골 텐규르 기념 석비(Stone Stele Monument

for Mongolian Tanjur)이다. 텐규르는 고대 인도인이자 티베트 과
학자들인 판디타 석학들이 만든 3,427단어가 넘는 불경으로, 이는
226여권에 달한다. 텐규르는 몽골의 번역가들에게 이론적인 안내
서 역할을 하면서 중세 몽골어 번역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몽골 문
학 및 과학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네트워킹 이벤트를 통해 몽골의 문화유산을 지키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몽골에는 총 6개의 등재된 기록유산이 있는데, 이중 세 가지는 아시

의적인 제작을 촉진하고자 하며, 연계 기관과의 협업을 도모하여 몽골 문화의 다

로 등재되었다. 텐규르는 이 여섯 개의 기록유산 중 하나로, 역사 ·

있는 비정부단체이다. 협의회는 몽골인의 문화유산을 연구하고, 관련 다양한 창
양성을 후손에게 전승하고자 한다.

ACC-MOWCAP 기록유산 보존 프로그램의 지원금으로 운영한 프로젝트에는 몽
골어-영어 번역 · 3D 모델링 · 디자인 개발 · 새로운 웹사이트 제작 그리고 프로젝
트 전반에 대한 홍보가 포함되어있다. 웹사이트 내 디지털 DB에는 세계기록유산
으로 선정된 몽골의 기록유산 다큐멘터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웹사이트에서 세계
기록유산 프로그램과 몽골 국가 등재 시스템에 대한 소개도 함께 찾아볼 수 있다.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몽골의 기록유산에 대한 자세한 텍스트 · 이미지
· 오디오 및 비디오는 몽골 국립 도서관에서 제공 하였으며, 국립유산관리부는 국
가 문화유산 네트워킹 시스템을 사용하여 웹사이트를 홍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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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레이저 기술을 사용하여 3D

아 · 태평양 지역목록에 등재 되었으며 다른 세 가지는 국제목록으
종교 텍스트 및 <통합 몽골어 가라힌 오른 : 티베트어-몽골어 용어

사전 (Mongolia Merged Garahiin Oron: Tibetan-Mongolian

Dictionary of Terms and Definitions )>을 몽골어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 몽골의 유산과 역사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시켰다.

몽골 문화유산 네트워크 · 커뮤니케이션 협의회는 웹사이트를 통해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MoW)을 통한 몽골 및 세계기록유산에 대
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전 세계가 이 기록유산에 더욱 쉽게 접근 할

수 있게 하려고 하였다. 본 프로젝트는 몽골인들이 모국어로 자신들
의 기록유산을 볼 수 있게 된다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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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결과

미얀마

미얀마 도서 원조 · 보존 재단

2020
1850년대 이후 촬영된 버마 (미얀마)

희귀 사진 컬렉션 보존 및 디지털화 작업

Myanmar Book Aid and Preservation Foundation

미얀마 도서 원조 · 보존 재단은 2020년도 지원금으로 1850년대부터 촬
영된 미얀마 역사 희귀 사진 82장을 디지털화하고, 이 사진을 온라인을 통
해 대중에게 공개하였다. 미얀마 역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 사

진들은 170년 전 영국 장교 리네우스 트라이프 (Linnaeus Tripe, 1822-

1902)가 촬영한 것으로, 건물 · 사원 · 조각 · 표시 등 버마의 여러 부분이
사라지기전 그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낸 것이다. 이 사진들은 사진기술이 비
교적 처음 나왔을 때 찍혔으며 19세기 미얀마 기록유산에 있어 중대한 의
미를 지닌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재단은 트라이프의 원본 사진을 보존하였고, 저장고
환경을 개선했으며, 디지털화 작업을 통해 원본에 대한 물리적인 사용 필
요성이 줄어들면서 원본 자체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늦출 수 있었다. 온
라인 컬렉션에는 미얀마 공용어 및 영어로 이미지가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미얀마 사람들을 포함한 전 세계 대중에게 자료를 제공한다. 온라인 컬렉션

에는 컬렉션의 희소성과 중요성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 미얀마 역사학자
들이 제공하는 이미지의 역사적인 배경 설명이 함께 제공된다. 대학 중앙도
서관의 사서들이 프로젝트를 관장하였으며, 인 하우스 작업자들이 디지털
라이징 및 이미지 전시에 대한 책임을 맡았다.

사진 컬렉션을 디지털화하고 디지털라이징한 사진들을 사람들이 온라인으
로 보고 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자신들의 문화 · 유산 및 역사를 경험

할 수 있게 될 미얀마 사람들에게 큰 문화적 혜택이 될 것이다. 이는 미얀마

사람들뿐만 아니라 170년 전 버마가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한 세계인의
지식 확장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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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결과

미얀마

미얀마 영상 복원 센터

2018

2019

2020

사라질 위기에 처한 필름 감개 (film reel)
보존을 위한 아카이브 장비 구매

유매틱 (U-matic) 플레이어 사용법 및
유매틱 (U-matic) 테이프를 활용한 기록유산
디지털라이징에 대한 집중 트레이닝

미얀마 내 현존하는 영화 목록, 카탈로그 및
디지털화한 고전 영화의 온라인 생중계를 위한
소셜 미디어 · 웹 프로젝트

Save Myanmar Film

해외에서 물자배송이 지연되면서 프로젝트가 늦어지기도 했지만 미얀마 영상 복원 센
터는 슬기롭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했다. 기기를 대여하기도 하고, 기부 받

은 물품과 간이로 만든 필름 리와인더(rewinder)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사람의
손으로 필름을 청소하는 것보다 기계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는 사
실을 터득하기도 했고, 미래의 보존 작업을 위해 기기를 구입하는 것이 실용적이라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이외에도 필름 보존을 위해 주일본양곤대사관과 일본 라이온클
럽의 기부로 100개의 좋은 품질의 플라스틱 캔을 제공받기도 했다.

1920년대부터 제작된 미얀마 영화의 99%는 사라졌거나 심각
하게 훼손된 상태이다. 필름을 보관하고 있던 캔에 녹이 슬면서
남아있는 필름의 부식이 빠르게 진행되고 필름에 해로운 화학반
응이 촉진된다. 미얀마의 열대기후처럼 덥고 습한 날씨는 이러
한 부식이 더욱 심해지게 만들고, 필름이 에어컨과 가습기가 없
는 공간에 보관되어 있다면 그 속도는 더욱 빠르게 진행된다.
프로젝트 진행 전 국립 영화 아카이브 금고에 철로 만든 캔에 보

관되어 있는 필름 감개(film reel)는 녹으로 인해 심각하게 부식
된 상태였다. 미얀마 영상 복원 센터는 2018년도 지원금을 통

해 국립 영화 아카이브에 소장되어있는 흑백영화 15편을 보존
하였는데, 해당 영화는 역사적인 사건 · 개인 경험 · 유명 정치인
의 순방 영상 및 희귀한 흑백영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몇몇 필름

감개 (film reel) 중에서는 현재 남아있는 것을 끝으로 더 이상

미얀마 영상 복원 센터는 2019년도 지원금으로 디지털화를 위한 기기를 구매했고, 다
른 협력 단체들을 통해 유매틱 테이프 재생기기를 기증받았다. 센터 내부 보존 작업 이
외에도, 이틀에 걸친 유매틱 테이프 활용에 대한 집중 트레이닝을 위한 워크숍도 개
최했다. 트레이닝 참가자에게 저장 · 포맷 · 변환과 관련된 트레이닝을 제공하였으며,

재생기기와 관련한 예산마련부터 문제해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
를 제공하였다. 워크숍은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참가자 10명은 트
레이닝 기간 동안 여섯 개의 유매틱 테이프를 디지털화 할 수 있었다. 디지털화 된 영

상에는 <제네럴 카툰 (General Cartoon)>을 포함해 <바인 마 타라 왕 (King Bain

미얀마 사람들에게 무척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Ma Thara)> 영상 두 편 및 <1970년대 양곤 시내 (Downtown Yangon Scenes in
1970s)> 영상 테이프 하나가 포함되어있다.

미얀마 영상 복원 센터는 부식되어가는 영화 및 미얀마 영화 유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열대 기후 같은 열악한 환경, 오래된 기술을 사용하는 보관 방법

로젝트 기간 동안 철로 만들어진 필름 캔 108개를 플라스틱 캔

라이징하여 더 오래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디지털화된 영상들과 연계 연구 결

복사본이 없는 경우도 있음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보존 작업은

산을 보존하기 위해 젊은 독립 영화 제작자들과 협력하였다. 프
으로 교체하였으며, 이를 통해 남아있는 필름이 더 이상 손상
되지 않도록 하였다. 영화 보존 작업에 있어 중요한 리와인딩

(rewinding) 과정에서, 흑백 영화 15편 · 컬러 영화 53편, 총
68편의 필름을 적절하게 다루기 위해 두 명의 스탭이 투입되었
다. 이후 보존한 영화 필름의 손상 방지를 위해 저장고인 국립 필
름 아카이브에 2018년도 지원금으로 제습기를 설치하였다. 현
재는 미얀마 정부의 추가 지원을 통해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을
도입, 필름 보존을 위한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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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프로젝트에서 미얀마 영상 복원 센터는 유매틱 테이프에 담긴 미얀마 라디오
및 TV 영상 300편을 디지털화 하였다. 유매틱 테이프를 이용하여 기록하는 것은 오래
된 기술이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기록물의 상태가 악화되기 마련이며, 또한 테이프 재
생기 자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활용이 어려워 질 것이다. 그
렇기 때문에 이러한 테이프들이 더욱 손상되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전에 디지털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등으로 훼손 위기에 처한 미얀마의 희귀 고전 영화와 관련 여러 영상 자료들을 디지털
과들은 온라인으로도 공유되어 더욱 다양한 사람들에게 접근이 용이하게 되었다.

미얀마 영상 복원 센터는 이러한 프로젝트의 다음단계인 2020년도 프로젝트에서는

현존하는 미얀마 영화 리스트를 작성하고, 일반 대중도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센터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고전 영화를 스트리밍 하였다. 당초에는 이러한 영상에 대한

중요성 설파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전시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19(COVID-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피
하기 위해 현재 해당 전시는 잠정 연기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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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결과

필리핀

2018
기록유산 접근성 강화 수단으로서의
필름 리터러시 (film literacy)

뉴 시네마 센터

Center for New Cinema

영화는 문화적인 의미를 전달하며 문화적 지식을 생산한다. 이러한 기록유산은 사람들이
자신의 역사에 한 발짝 다가가는 것을 도와준다. 이번 프로젝트의 워크숍에 참가한 관계
자 및 사람들은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문화를 전파하고 창조하는데 영화가 어떻게 사용
영화는 문화 기억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필리핀 뉴 시
네마 센터는 2018년도 지원금으로 기록유산으로서의 영화의 중

요성에 대한 강의와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이를 통해 영화를 기록
유산으로써 보존하고 홍보하여 대중들이 영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

식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뉴 시네마 센터는 영화를 연구하고 제작

하는 기관으로, 필름 리터러시 (film literacy) 프로그램에 영화를
활용, 타갈로그어 교육 및 젠더 연구를 하고 있는 곳이다. 필리핀

위원들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연사 18명이 참석하였다. 워크숍에서는 문화의 표상을 창
출하는 기록물로써의 영화에 대한 개념이 소개하였으며, 영화가 가지고 있는 역사 및 문

화를 보존하여 귀중한 유산을 창출하는 역량에 대해서도 다루어졌다. 필리핀 유명 배우

페르난도 포 주니어(Fernando Poe, Jr)가 출연한 오래된 35mm 필름 시청을 통해 필리

핀인들이 영화를 매개로 자신들의 기록유산과 그 문화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었다.

및 아시아 · 태평양 지역 기록유산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에 방점을

영화 보존 워크숍은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방법 및 서류 작성 가이드라인 워크숍과 함

관심사에 접근하려는 자세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속 워크숍에서 최종 선정과정을 서포트 해주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두고, 센터는 영화에 대한 관심과 지역사회와의 대화 사이의 공통

께 진행되었다. 기록유산 전문가들이 워크숍 참석자들을 도왔으며, 이후 2019년 3월 후

일일 강의와 워크숍이 더 큰 규모의 아시아 · 태평양 시네마 기록

이 워크숍은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영화 홍보를 위한 최대 규모의 기관인 아시아 · 태

Conference)의 일환으로 마닐라 케손시티에서 2018년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렸다. 컨퍼런스에서는 영화를 이용한 필름
리터러시와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기록유산 접근성을 어떻게 증
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논의되었다. 컨퍼런스에서는 단
순히 영화만을 논의하지 않고, 영화 외에도 책 · 사진 · 영화 포스터
등 영화와 관련 있는 미디어도 짧게 논의하였다.

NETPAC)를 통해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유네스코와 향후 협력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주었다. 뿐만 아니라 컨퍼런스 주최 측인 큐시네마 (QCinema) 국제 영화
축제, 케손시티 영화 개발 위원회, 유네스코 및 NETPAC과 뉴 시네마 센터가 협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었다. 센터는 이때 맺은 파트너쉽을 공고히 하여 연례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필리핀과 더 나아가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영화가 기록유산
으로서 알려지고 보존되며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유산 컨퍼런스(Asia Pacific Cinema Documentary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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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약 80명이 컨퍼런스에 참가하였으며, MOWCAP

평양 시네마 홍보 네트워크(Network for the Promotion of Asia Pacific Cin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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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결과

필리핀

2019
PAOIL (Pangasiniana Archive and
Online Index to its Literature) 웹사이트 구축

메트로-다구판 대학교
Metro-Dagupan Colleges

이러한 프로젝트 진행 과정 중, 웹사이트가 잘 구축이 되어있
어도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아카이브 과정이나 기준과 관련된

배경지식이 부족해 콘텐츠 파트너로 활동하는 것을 망설여 한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메트로-다구판 대
학이 개최한 트레이닝 워크숍은 실제 트레이닝이 필요한 많
은 콘텐츠 파트너 및 참석자들에게 더욱 중요한 워크숍이었
필리핀의 토착 언어 중 하나인 팡가시난 언어(Pangasinan

language)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결국 사멸될 것이다.
“팡가시니아나 (Pangasiniana)”라는 단어는 팡가시난 언어 ·
문화 · 장소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은 통칭하는데 사용되는 말
로, 현재는 팡가시난 언어와 관련된 자료가 학생 및 선생님들
에게 제공되는 것이 어려워 현재 팡가시난 언어는 사라질 위기
에 처해있다. 언어는 한번 사라지게 되면 연관된 문화 요소 또
한 함께 사라지며 후대 전승은 불가능 해진다.
도서관들이 팡가시난 언어 자료 및 그 문화의 다양성과 구전

전통을 보호 · 홍보 · 보존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메트로-다

구판 대학 도서관은 2019년도 지원금을 통해 팡가시난 온라

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메트로 다구판 대학 도서관은

PAOIL (Pangasiniana Archive and Online Index to its
Literature, 팡가시난 언어로 쓰인 문헌 아카이브 및 온라인
인덱스) 웹사이트를 통해 팡가시난 언어 및 관련 정보 · 자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래 웹사이트 주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http://paoil.pangasinan.com) 이때 업로드 된 팡가시난
콘텐츠 외에도, 대학 도서관은 지속적으로 PAOIL에 연구논문
· 오디오 시청각 자료를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도서관 여덟 곳에서 웹사이트에 자신들
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공유하겠다고 나서면서 광의의 협력
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팡가시난 언어 · 문화 및 관
련 자료 보존을 위해 함께 일하는 문화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

축할 수 있게 되었다. 필리핀 국립 도서관은 이러한 민관 파트
너쉽 프로젝트의 중요한 가치를 인식하고 프로젝트 팀을 초청
하여 2020년 국립 사서 컨퍼런스에 참석 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가들의 역량과 인식을 제고하며, 각 기관 별 성과를 공유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파트너를 찾으려는 노력이 지

속되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유행으로
인해 미래 파트너들에 대한 걱정과 우선순위가 재정비 되면서
현재는 주춤한 상태이다.

프로그램의 2019년도 지원금으로 대학은 DB 구축을 위한 컴

메트로-다구판 대학이 만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는 팡가시난

상으로 PAOIL 이용에 대한 트레이닝을 진행하였다. 또한 다

시니아나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팡가시난 단

퓨터 장비를 구입, PAOIL 웹사이트를 구축했으며, 사서를 대
양한 지역에 위치한 도서관에서 모을 수 있는 팡가시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20명의 참석자와 함께하는 일일 트레이닝 워크
숍을 위한 펀딩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38

다. PAOIL 웹사이트는 2019년 10월부터 온라인에서 이용

언어 · 문화를 후손을 위해 지키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팡가
어 “파윌(pawil / 단어 의미 : 돌아옴)”의 뜻처럼, PAOIL은 없
어질 위기에 처한 팡가시난 언어 · 문화에 팡가시아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돌아올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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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2020
차트라세나 바지라 (Chitrasena Vajira)
무용 공연 역사 및 관련 담화의 카탈로깅 ·
디지털화 프로젝트

차트라세나 바지라 무용 재단

Chitrasena Vajira Dance Foundation

재단은 아카이브를 확장하고 유지하는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높은 습도 · 병충해로 인한 품질 저하로부터 아카이브를 보존할 수
있는 재원 및 관련 전문성의 부족 문제에 당면했었다. 이에 전문가

의 조언을 얻어 적절한 보관 및 보존 방법을 강구하고, 통합 카탈로

차트라세나 바지라 (Chitrasena Vajira) 무용 학교와 차트라세나 무용 회사

그 제작 및 아카이브의 디지털화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스리

는 20세기 중반부터 스리랑카 무용과 무용 연극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문

랑카 무용 및 무용연극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빠르

화유산을 제작하고 아카이브를 소장한 여느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차트라세

게 강화하는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나 바지라 무용 재단 또한 컬렉션과 관련한 보존 문제를 겪고 있으며, 환경적
인 요인과 재정적 한계로 인한 퀄리티 저하도 그중 하나이다. 기록유산을 지

프로그램의 지원금을 통해 스리랑카 내에서는 구할 수 없는 아카이

결합은 차트라세나 바지라 컬렉션의 보존 및 디지털화 작업을 통해 해당 컬렉

물품이 도착하는 동안 임시 저장고에 자료를 보관하고 정리하여, 배

브 커버 및 중성 (acid-free) 상자를 구매하였다. 재단에서는 필요

키기 위한 재단 측의 선제적인 접근 방식과 2019년 및 2020년도 지원금의
션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였다.

송 기간 중 컬렉션의 파손 위험을 방지 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사진

라세나(Guru Chitrasena)는 스리랑카 마을 의식에서 행해지던 전통 무용을

· 의상 · 신문 기사 등을 디지털화하고 카탈로그화 하여 전체 보유 리
스트에 추가하였으며, 의상을 분류하고 또한 그 상태를 기록하였다.
보수 작업이 필요한 사진들은 별도로 식별하여 보존 처리 전문가에
게 보내기도 하였다.

결성하였다. 차트라세나와 바지라는 재단의 공동창립자로써, 스리랑카 전통

이러한 작업은 실제 물리적 아카이브 이외에도 인터넷으로 아카이

차트라세나 바지라는 바지라 차트라세나(Vajira Chitrasena)와 그녀의 딸

우페카(Upeka)가 운영하고 있는 무용 학교이다. 바지라의 남편인 구루 차트

현대 무대로 가져오는데 중대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 1940년대에 그룹을
무용과 그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아카이브를 소장하고 있다.

브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차트라세나 바지라 무용 재단은 역사와 관련된 구두 인터

컬렉션은 프로그램 · 출연진 리스트 · 신문 기사 · 사진 자료 · 녹화 및 녹음자

뷰를 지역 전통 예술 및 무용 연극장인 및 전문가와 진행하여 녹화

료 · 악보 · 소도구 · 의상 및 의상 디자인 일러스트로 구성되어있다. 차트라세

할 예정이며, 이것 또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아카이브에

나 바지라는 2019년도 지원금을 통해 컬렉션 중 의상 · 사진 및 기사를 체계

추가될 것이다. 갤러리 공간에서 아카이브 전시를 열고 보존된 아카

적으로 분류 후 디지털라이징하고 저장하였으며, 통합 카탈로그를 제작을 통

이브 자료를 활용한 투어를 개최하는 것이 재단의 현재 목표로, 이

해 컬렉션의 효율적인 관리 ·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다. 2020년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를 통해 스리랑카 및 역내 무용, 무용 연극, 사회 문화에 관

웹사이트 제작을 통해 대중들이 좀 더 쉽게 아카이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전 세계인과의 기록유산 공유를 통해 프로젝트 첫 단계를 마무리하였다.

40

심을 가지고 있는 예술가 · 연구진 · 학자 · 역사학자 및 고고학자들
© 차트라세나 바지라 무용 재단

이 더욱 손쉽게 귀중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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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나미히라 니르마나

2020
토착 의료 종려잎 필사본 <바수데바 니간투바
(Vāsudēva Nighantuva)> 전사, 번역 및 영어 주석 버전 출판

Janamihira Nirmana

<바수데바 니간투바 (Vāsudēva Nighantuva)>는 스리랑카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토착 의료 종려
잎 필사본이다. 이 토착 의료 종려잎 필사본은 스리랑카 사원 도서관과 페라데냐 대학교(University
of Peradeniya)에서 소장하고 있다. 총 25부로 이루어진 이 필사본은 대부분이 사원 도서관에
서 소장 중이며, 이중 2부가 페라데냐 대학교에서 소장 · 관리하고 있으나 적절한 보존 방법의 부
재로 인해 부분 혹은 전체가 파손된 상태이며, 일부 필사본은 유실이 되기도 했다. 자나미히라 니
르마나(Janamihira Nirmana)는 2019년도 지원금으로 도서관에 소장된 필사본 중 가장 사용이
용이하고 보존 상태가 좋은 필사본을 전사하였다. 페라데냐 대학 도서관은 실론 대학교 (Ceylon
University College) 도서관의 일환으로 1921년에 설립되었으며 1952년 페라데냐로 옮겨지게
되었다. 스리랑카 내에서 가장 큰 규모와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대학 도서관이다.
이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바수데바 니간투바>는 여러 지역에서 기록된 필사본으로, 이 필사

본 비교 연구를 위한 현장조사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가장 근래에 진행된 현장조사가

1954년과 1964년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현장조사가 꼭 필요했다. 현장조사가 끝난 후 토착 의료
종려잎 필사본을 전사, 주석을 다는 작업을 하였으며 두 작업 모두 영어로 번역되었다. 이후 작업 결
과물을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필사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전 세계 독자와 연구진이 콘텐츠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했다.

자나미히라 니르마나의 프로젝트 진행 전에는 이러한 토착 의료 종려잎 필사본 관련 서적은 출판된
적도 없었고 스리랑카 내에서만 만나볼 수 있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텍스트가 번역되고, 접근성
이 높아지면서 전통 의학 분야 종사자, 아유르베다 (Ayurveda) 및 토착 의학을 연구하는 학생 · 연
구자 · 학자들에게 중요한 의학 자료 및 귀중한 무형문화재급 자료가 되었다.

본 프로젝트는 유네스코 스리랑카위원회가 모니터링 하였으며, 국립 사서 · 다큐멘터리 서비스 보

존 처리 전문가 위원회가 고문 역할을 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전사 작업은 페라데냐 대학 도서관에

서 진행되었으며, 이는 컬라니야 · 콜롬보 대학 약물학부(Materia Medica at the Universities of

Colombo and Kelaniya) 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최종 검수 하였다. 이러한 프로젝트 결과
는 자나미히라 니르마나의 주관(기록물 저작권 소장처 : 페라대냐 대학교)으로 책자 형태로 출간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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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결과

동티모르
티모르 에이드

2018

2019

바구이아 컬렉션 (Baguia Collection) 온라인
OCCAMS 데이터베이스 콘텐츠 개발

바구이아 컬렉션 (Baguia Collection)
출판 준비

Timor-Aid

바구이아 컬렉션 (Baguia Collection)은 동티모르의 자세한 기

원을 담은 현존하는 최대 규모의 민족지학적 컬렉션이다. 포르투

갈령 티모르의 바구이아에서 1935년 알프레드 부헬러 (Alfred

Bühler) 박사가 수집한 700개의 마카사이 (Makasae) 및 너에티
(Naueti) 문화 관련 소장품 및 300장의 사진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컬렉션은, 그들의 초창기 삶의 방식 · 풍경 · 건물 양식 및 결혼
문화를 보여준다. 그러나 정작 이 컬렉션은 동티모르 사람들에게
서는 멀리 떨어진 스위스 바젤에 위치한 문화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구이아의 관할 지역인 마카사이 및 네이티 사

람들이 지금의 자신들을 존재하게 만든 선조들의 유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바구이아 문화에 대한 접

근성을 강화하기위해, 티모르 에이드와 조아나 바크만 (Joanna

Barrkman) 박사는 2018년도 지원금을 통해 해당 지역에 관한
1935년도 영상을 디지털화 하였으며, 각종 유산의 본국 반환과
그에 따른 주요 영향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2019년도
지원금을 통해서는 바구이아 컬렉션에 대한 출간물 제작에 대한
준비를 하였으며, 접근성 강화에 따른 인식 및 이해 제고를 지속적
으로 추구하고자 했다.

물, 검 생산기술, 종교 건축물 및 이와 연관된 종교 의식 등 사람들이 컬렉션에 어떤 반응을 보
여주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영상은 마카사이 언어로 번역된 자막도 함께 삽입되어 있다.

500미터 길이의 16mm 필름 여섯 개로 구성되어 있는 이 영상은 부헬러 박사가 프로젝트
기간 중 디지털화 작업을 하는 것을 보윌헴 메이어 (Wilhem Meyer) 박사가 촬영한 것이다.
디지털화 된 컬렉션은 호주 국립대학이 주관하는 OCCAMS (Online Cultural Collections

Analysis and Management System, 온라인 문화 컬렉션 분석 · 관리 시스템) 데이터베이
스에 추가되었으며 아래 웹사이트(http://cdhr-projects.anu.edu.au/baguia_collection)
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여기에는 이미 디지털화된 500개의 컬렉션 및 300장의 사진도 함께
추가되었다. 이 기록유산에 대한 가장 최근의 해석은 바크만 박사의 리서치 및 2014년 영상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며 동티모르 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유산 기록을 지원하고, 보

2019년도 지원금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는 바젤 문화 박물관에 소장된 바구이아 컬렉션 중 사
진 · 역사 사진 스캔본 16장을 포함한, 30페이지 분량의 책을 재생산 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는 수기로 기록한 신착 자료 카드 및 부헬러 박사의 일기에서 나온 기록물도 포함되어있다.
박사는 책을 통해 컬렉션 발전사를 탐구하고, 컬렉션 역사를 개괄한 에세이를 소개하며 바구
이아 주민들에게 디지털본이 반환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컬렉션이 이끌어 낸 역
사적 기억의 회상 및 세대 간의 기억전승 방법을 논의한다. 해당 책은 방문객, 동티모르 및 동
남아시아 지역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티모르의 국가 유산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
록 하는 것을 목표로 제작되었다.

드와 함께 바구이아 컬렉션을 연구한 바크만 박사의 리서치는 민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컬렉션의 디지털본이 반환되면서, 마카사이와 너에티에 대한 지식과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 탐구했다.

시 한 번 고취시킬 수 있었다.

티모르 에이드(Timor-Aid)는 딜리(Dili)에 위치한 비정부단체로,

존하며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자선단체이다. 티모르 에이
족지학적 컬렉션이 살아 있는 기억의 경계에 섰을 때 지역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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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크만 박사의 2014년 영상을 통해서 바구이아 컬렉션 중 하나인 글자가 새겨진 도자기, 직

기억의 세대 간 전승이 더욱 촉진되었으며, 마카사이 및 너에티의 정체성에 관한 자긍심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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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결과

투발루

2018
투발루 기록유산 지역 등재를 위한
컨설팅 워크숍

세계기록유산 투발루위원회
Tuvalu MoW National Committee

최근의 기후변화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남태평양의
도서국가 투발루에서는 훼손 위기에 처한 기록유산을 보존하

는 것이 현재 당면한 최우선과제이다. 투발루 국립 도서관과
아카이브 및 세계기록유산 투발루위원회는 2018년도 지원금
을 통해 이틀에 걸친 컨설팅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 워크숍

을 통해 투발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가 등재를 진행할 수

선정을 위한 기준 및 평가과정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받기위해

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세계기록유산

태평양 지역목록 등재에 성공하게 되면서, 세계기록유산 투발

있는 기구를 설립하였으며, 기록유산 보존에 대한 투발루 국민
투발루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귀중한 기록유산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고, 등재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게 되었다.

푸나푸티(Funafuti)에 위치한 투발루 국립 도서관과 아카

이브는 1978년에 설립되었으며, 본래 서태평양 아카이브

(Western Pacific Archive)에 소장되어 있던 기록물을 이곳
으로 이관 후 다양한 투발루 공식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으며,
이는 투발루 내 문맹률을 낮추는데 일조하였다. 2018 ACCMOWCAP 기록유산 보존 프로그램을 통해 2018년 5월 22
일 세계기록유산 투발루위원회를 설립하였고, 이후 개최된
2018년 8차 MOWCAP 총회에서 아시아 · 태평양 지역 등재
에 성공하였다. 지역 등재된 기록유산은 엘리스 아일랜드가
대영제국으로 귀속 되었던 증거를 보여주는 원본 문서인 <토
착 정부와의 협약 1893-1916 (Agreements with Native
Governments 1893-1916)>로, 첫 지역 등재된 투발루의
국가 기록물이 되었다.

46

세계기록유산 전문가들을 초청한 워크숍을 열었으며, 아시아 ·

루위원회는 전문가들과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
지하게 되었다. 향후 다른 국가에서 세계기록유산이나 지역 목

록 등재를 신청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형태를 따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세계기록유산 투발루위원회는 등재 선정과 관련된 기록물을
관리, 평가 및 선정한다. 위원회 설립 이후, 투발루 국립 도서

관 및 아카이브는 위원회와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세계기록유
산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세계기록유산 프로
그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노력에 힘을 더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남태평양의 각 섬에서 선정이 이루어 질 수
있게끔 지역사회를 독려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 환경 조건 변
화로 인해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도서국가의 기록유산이 여
러 위험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섬 내 기록유산의 가치와 중요

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은 유산을 보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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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결과

베트남

위옌 휘 가족

2018

2019

<외교 사절단의 중국으로의 여정
(The Envoyship Journey to China)> 번역
(고대 중국어 → 베트남어 →영어) 및 출판

<인간 본성의 핵심 요약본 (The Summary of
Complete Essentials of Human Nature)>
번역 (고대 중국어 → 베트남어)

Nguyen Huy Family

한문으로 베트남어를 표현하는데 사용했던 한놈(Han-Nom)이
나 쯔놈(Sino-Nom)으로 출간된 책은 쉽게 사용하기 어려운데,
이는 해당 언어를 읽을 수 있는 연구진과 전문가가 부족하고 또

고대 단어 대다수는 현재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2018년도
및 2019년도 ACC-MOWCAP 기록유산 보존 프로그램에 참여
한 위옌 휘 가족은 해당 언어로 쓰여진 책 두 권을 번역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본 목판은 보존 작
업을 하였다.

위옌 휘 가족의 소장하고 있던 두 책은 베트남어로 전사 · 번역

되었으며, 가능한 경우에 영어로도 번역되었다. 2018년 프로젝

트로는 <외교 사절단의 중국으로의 여정> (역주 : 외교사절단의
중국으로의 여정을 위한 지도, 皇華使程圖) 이라는 제목의 서
적을 베트남어와 영어로 번역 후, 각각 300부씩 출간하였다. 이

제 더 이상 쓰이지 않아 많은 연구가 필요한 고대 단어와 베트남
어 전문가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번 작업은 더욱 어려웠으나,

위옌성에 위치한 쯔놈 (Sino-Nom) 단체 관련 관계자 및 전문가
들이 고대 중국어를 베트남어로 번역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사절단이었던 조상들이 남겨준 기록의 폭넓은 활용을 위해, 18
세기에 위옌 휘 오아잉(Nguyen Huy Oanh, 1713-1789)은
원본 도서<외교 사절단의 중국으로의 여정>를 수집, 편집 후 주
석 작업을 하였다. 이 책에는 그 당시 베트남 대사 및 사절단 일
정과 관련한 귀중한 정보가 포함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위옌 휘

(Nguyen Huy) 자신이 했던 사절단 활동에 관해서도 자세히 수
록하고 있다. 사절단의 여정에 대한 번역된 텍스트 · 일러스트 ·
기사 · 지도 · 사진이 포함된 <외교 사절단의 중국으로의 여정>
은 일반 대중 및 역사 · 문화 · 순수예술 · 국제 관계 분야 전문가,
연구진 및 학생들이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기록유산이 어
디에서 유래되었고, 저자가 누구이며 세계인에게 어떻게 이 유
산을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기록유산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본 책의 소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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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놈(Sino-Nom)으로 쓰인 <인간 본성의 핵심 요약본 (‘Tính lý toản yếu

đại toàn’)> 또한 접근성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 책은 18세기에서 20세기
사이 문화 활동 차원에서 출간되었던 유교 고전 도서 12권 중 한 권으로 현존
하는 383개의 목판은 쯔엉 루 (Truong Luu) 마을에 위치한 푹 지앙(Phuc
Giang) 학교에서 사용 · 보존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를 위해 목판을 닦고,
깨끗해진 목판을 사진으로 기록 하였다.
<인간 본성의 핵심 요약본>은 위옌 휘 뚜(Nguyen Huy Tuu, 1690-1750)
가 저술하였으며 그의 손자 위옌 휘 뚜(Nguyen Huy Tu, 1742-1790)가
감수하였고, 이후 손자의 아들 위옌 휘 오아잉(Nguyen Huy Oanh, 17131789)가 재집필 하였다. 총 12권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그중 교육적 · 역사적
의미를 지닌 한 권을 선정, 해당 기록유산의 접근성 강화 차원에서 베트남어
로 번역하였다. 책 한 권은 70개의 목판으로 이루어졌으며, 디지털화 작업은
2019년도 프로젝트 기간 동안 모두 완료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유교 교과서 12권 전권을 전사 · 번역하는 프로젝트의 일부이

다. 수년이 걸리는 프로젝트이지만 이를 통해 이 책에 담긴 귀중한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존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베트남을 비롯한 세계
인에게 기록유산을 돌려줌과 동시에 베트남 역사 · 문화 · 순수예술 및 국제 관
계 연구를 풍성하게 해줄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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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 태평양지역위원회
(MOWCAP) 소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 /
아시아문화원 (ACI) 소개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은 나뭇잎 필사본, 석각, 목판에서부터 사진 · 영화 등에 이

민주화운동이 품고 있는 인권과 평화의 의미를 예술적으로 승화하여 세계에 알리고자 출

화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문화 번영과 크고 작은 다양성을 반영하며, 과거를 이

고, 아시아 여러 나라와 함께 성장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국내 유일 아시아 특화 문화예술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아시아 문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창조적 역량을 육성하며, 문화를 통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국제 문화예술 기관입니다. 5·18

르기까지 풍부하고 다양한 기록유산의 보고입니다. 이러한 기록유산 아시아 문

발한 ACC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 · 연구 · 창제작 · 교육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증진하

해하고 미래를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가치와 지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관인 ACC는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고 새로운 것을 창

이러한 아시아 · 태평양 지역 기록유산의 보존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해, 유네스코

조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 태평양지역위원회(MOWCAP)는 1998년도에 결성되었

- 아시아 각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위해 기관 · 단체 · 개인과 교류합니다.

형성 등을 통해 해당 지역 내 박물관, 아카이브, 도서관, 기록물 관리기관을 지원

- 전 세계의 학자 · 예술가 · 연구자 · 기술자는 물론 일반 시민의 창작 활동을 지원합니다.

습니다. MOWCAP은 교육, 가이드라인 개발, 출판, 정보 공유, 전문가 네트워크

- 아시아 문화예술의 연구 · 수집 결과를 창작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하고자 하는 단체입니다.

- 창작 활동의 결과물인 전시 · 공연 · 교육 · 축제 · 행사 프로그램을 국 · 내외로 유통합니다.
- 이 과정에서 새롭게 탄생한 아시아 문화예술 관련 지식과 정보를 아카이빙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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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WCAP 웹사이트
www.mowcapunesco.org

ACC 웹사이트
www.acc.go.kr/en

MOWCAP 아카이브 사이트
www.mowcaparchives.org

ACI 웹사이트
www.aci-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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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MOWCAP
협력사업 소개

2020. 11.
2020년도 MOWCAP 의장단 회의
2020. 03. – 2020. 12. 2020 ACC–MOWCAP 기록유산 보존 프로그램

2019. 11.
2019. 11.
2019. 05.
2019. 04. – 2019. 12.

2018. 12.
2018. 05. – 2018. 12.
2018. 05.
2018. 05.
2018. 02.

2017. 09.
2017. 07.
2017. 02.

2015년 12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
태평양지역위원회(MOWCAP)는 아시아 · 태평양지역 아카이브 · 박물관 · 도서
관을 지원하고, 소장 · 관리 기록물의 보존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
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협력사업은 ACC 내 MOWCAP 오피스를 유치하
면서 그 첫걸음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ACC와 MOWCAP 양측의 지식과 전문성
을 합쳐 다양한 프로젝트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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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2차 MOWCAP 의장단 회의

유네스코 디지털 기록유산 컨퍼런스

2019년도 1차 MOWCAP 의장단 회의
2019 ACC–MOWCAP 기록유산 보존 프로그램

ACC–MOWCAP 간 MoU 갱신
2019 ACC–MOWCAP 기록유산 보존 프로그램
2018년도 MOWCAP 의장단 회의
제8회 MOWCAP 총회
2018년도 MOWCAP 등재소위원회 회의

유네스코 인권 기록유산 국제 학술대회

2017년도 MOWCAP 의장단 회의
MOWCAP 오피스 운영 시작
ACC–MOWCAP 협력 사업 시작

MOWCAP 오피스 개소식 및 기념 세미나

2016. 09.
2016. 05.

제7회 MOWCAP 총회

2015. 12.

ACC–MOWCAP 간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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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정보

자료집 정보

MOWCAP,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원 공동 제작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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