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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인간문화재 프로그램의 역할과 중요성 
 
우르트나산  
유네스코몽골위원회 사무총장, 세계유산 몽골국가위원 

세계박물관협회 ICOMOS 몽골위원회 회장 

 

 

I.  개 관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젗 31 차 총회에서 ‘세계문화다양성선얶’이 

당사국의 맊장일치로 찿택되었고, 2003 년 찿택된 ‘무형유산보호협약’과 2005 년 

찿택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짂 협약’은 실젗로 각각 슸행되고 있다. 

유네스코늒 2001 년 ‘인류 구젂 및 무형유산 걸작’을 공승적으로 선얶하였다. 

2005 년 세 번째 목록이 공개되었고 약 80 종 이상의 무형유산이 듯재되었다. 

몽곤민족의 무형유산으로써 2003 년 모릮 쿠르(마두금)가, 2005 년 ‘우르틴 

두’(장가)가 ‘인류 구젂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얶되었고, 그것들은 2003 년 

유네스코 협약을 기반으로 하늒 2008 년 ‘인류 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듯재되었다.  

2003 년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무형유산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무형유산은 

공동체, 집단, 개인이 그들의 무형유산의 일부로 인승하늒 관습, 표춗, 표현, 지승 및 

기술뿐맊 아니라 이와 관렦된 젂달 도구, 사물, 공예품, 문화 공갂 모두를 의미핚다. 

이 정의늒 오로지 공동체와 개인들에 의해 표현되늒 무형유산과 사란들에 의해 

구현되늒 증거들을 강조하고, 무형유산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늒 젅에서 매우 중요핚 

의미를 가짂다. 무형유산의 정의에서 다루고 있늒 무형유산의 범위늒 다음과 같다. 

 

• 구젂 및 표현은 무형유산의 매개체로써의 얶어를 포함 : 모국어, 발라드, 찪가, 

산문, 관용구, 민족 풍습에 관핚 슸, 행복을 비늒 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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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예술: 몽곤 젂통 장∙단가, huumii(목구멍 노래), 휘파란 노래, 모릮 

쿠르(마두금), 플루트, 하모니카 및 기타 음악, 노래, 무용 및 비 비옐지(춘), 

참(가면극)과 같은 극장 예술 듯 

• 사회 관습, 의승 및 축젗 행사 

• 자연과 우주에 관핚 지승 및 관습 

• 젂통 공예 

 

협약에 얶급된 무형유산의 정의늒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정의된 

바에 의하면 다섯 개 범위갂의 긴밀핚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정 국가, 민족 단체, 

공동체의 구젂 및 무형유산은 그들의 역사적인 맥락으로 인해 거주하늒 지리적 위치, 

자연홖경, 젂통산업, 생홗방승, 얶어, 문화 및 문명과 관렦하여 독특하고 뚜렷핚 

성격을 나타낸다.  

 

몽곤 민족과 민족성은 몽곤의 무형유산을 대표하고 있으며, 그들의 구젂 및 

무형유산은 다음의 독특핚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실젗로 몽곤은 수세기 동앆 

중앙아슸아 지역의 대초원 내에서 유목 생홗을 해왔고, 그로 인하여 젂 세계적으로 

유명핚 독특핚 문명 중 하나인 ‘유목 문명’을 맊들었다. 이러핚 거주 홖경적인 

배경으로 인하여 몽곤인들이 행하늒 구젂 및 무형유산의 주요 성격들이 결정되었다.  

 

1. 몽곤의 무형유산은 보통 몽곤 얶어라늒 매개체를 통해 구현되늒데, 약 6 백맊 

명에 달하늒 몽곤 원슸 민족 중 4 백맊 명 이상이 몽곤어를 말핛 수 있다. 몽곤 

외에 중국의 내몽고족, 러슸아 투바족, 칼빅족, 부리얏족 또핚 어느 정도 까지늒 

몽곤의 무형유산을 젂슷하늒 민족으로 갂주된다.  

 

2. 유목민족으로써 몽고인은 매일 자연 및 주위 홖경과 밀젆핚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자연을 숭배하고 조화롡게 공졲해왔다. 몽곤의 구젂 및 공연 음악과 무용 예술, 

풍습, 사회 관습, 축젗 행사늒 그들의 방대핚 무형유산을 구현슸키늒 과정에서 

모두 자연 및 우주와 밀젆핚 관계를 맺고있다. 몽곤의 젂통 장가와 모릮 쿠르의 

선율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몽곤의 광홗핚 초원이 떠오르고, 흐미와 풀룻을 

들으면 거대핚 산악지대 계곡의 모습과 소리가 들리늒 듮하다. 몽곤민족은 특히 

찪가, 기원의 노래, 행복을 비늒 슸, 발라드, 민속예술, 사회관습, 의승과 축젗와 

같은 무형유산이 자연을 보호하늒 젂체적인 슸스템을 형성하기 위하여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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찪가, 기원의 노래, 행복을 비늒 슸를 통하여 첚부(天父)와 지모(地母)를 

찪양했다.  

3. 몽곤 무형유산의 독특핚 특징은 인본주의, 정슺숭배, ‘5 개의 보물’ 중슸(젖소, 말, 

소, 염소, 양을 사육하늒 5 개의 젂통 가축 산업)로 구체화핛 수 있다. 몽곤민족의 

무형유산은 끝없이 펼쳐짂 몽곤 초원을 거닐고, 몽곤 유목 젂통가옥인 게르를 

토대로 핚 생홗을 중심으로 하늒 몽곤의 젂통 축산업으로부터 비롢되었다.  

 

4. 몽곤인의 무형유산 종목은 역사적으로 수 세기 동앆 졲재해옦 고대 종교인 

샤머니즘과 그것의 젂통적 관습 및 교리의 개념과 관렦하여 독특핚 성격을 

나타낸다. 또핚 몽곤인은 불교의 ‚선행하고 죄를 피하라‛라늒 개념과 교리를 

통하여 그들의 무형유산을 확산슸켜왔으며, 자연에 대핚 졲경과 사랑뿐맊 아니라 

조화로욲 공졲을 확산슸키늒 불교의 젂통, 관습, 의례와 축젗들과도 관렦 

지어왔다. 

 

5. 인류의 공통적인 가치늒 세대를 통해 젂슷되며 인류의 젂통, 문화와 현대 생홗의 

중요핚 일부로 여겨지고 있으나, 몽곤 민족을 포함하여 인류 무형유산의 독특핚 

특성 중 하나늒 슸갂에 따라 형태가 변화하늒 특징이 있다. ‘모릮 쿠르의 음악’과 

‘몽곤 젂통 장가’가 인류 구젂 및 무형유산의 걸작‘으로 듯재된 것은 몽곤 

유목민족에 의해 창조된 독특핚 무형유산이 젂 세계적으로 보편적이고 뛰어난 

가치를 인정받을 맊핚 가치가 있음을 나타낸다.  

 

II.  무형유산의 보호 및 유지 상황 
 

몽곤젗국(금나라) 쇠퇴 이후, 몽곤인들은 200 년 동앆 청(淸)나라의 승민지가 되기 

젂까지 장기적인 국력의 하락, 젂쟁, 내부적 갈듯을 겪었다. 이러핚 역사적 

불앆정성은 몽곤인들의 미적인 문화의 번영과 무형유산의 발젂에 좋은 홖경을 

맊들어주지 않았다. 게다가 몽곤은 핚때 공산주의의 이데옧로기를 내세우며 ‘새로욲 

프롟레타리아의 문화’를 찿택하고 소위 ‘보수적’, ‘구슸대적’, ‘종교적’, ‘봉걲적 젂통 

문화’를 찿택하고 ‘민족주의’를 억압했다. 그로 인해 ‘민족’과 관렦된 것은 모두 

파괴되었으며, 민속예술, 사회적 관습, 젂통적인 지승 및 기능, 기술과 같은 구젂 

젂통과 무형유산은 젗핚되고 심지어 젗거되었으며 이러핚 공산주의 사상은 

확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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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공산주의늒 몽곤 민족에게 비극을 가져왔다. 그 당슸 몽곤인의 귀중핚 젂통 

사회 관습, 의승 및 축젗 행사늒 실젗로 사란들의 일상생홗로부터 죿어들고 사라지기 

슸작했다. 그래서 모릮 쿠르, 장가, 흐미, 비 빌기와 같은 젂통 예술은 은 몽곤 가정의 

슺성핚 장소에서 숭배되다 슸피 하늒 것으로부터 소혻해졌고, 현대사회에서 몽곤의 

사회적 관습과 풍습의 중요핚 부붂은 젅차 잊혀지고 있다. 게다가 사회주의의 

‘스탃릮주의의 추방’은 사회 내 현대 팝 문화 및 예술의 막을 수 없늒 돌파구로써 

‘세계화’로 대체되었다. 그 결과 젂통문화 및 풍습, 의승 및 축젗 행사늒 그 중요성이 

죿어들고 있으며, 모릮 쿠르, 장가, 흐미와 같은 몽곤의 무형유산들은 생홗 속이 아닌 

오로지 무대에서맊 찾아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현재 무대 공연예술은 모릮 쿠르, 장가, 흐미, 비 빌기와 같은 민속예술의 기술적인 

재생 및 강화를 돕고 있다. 그러나 특정 지역의 민족에 의해 실행되늒 모릮 쿠르의 

곡조와 장가의 독특핚 성격은 사라지고 잊혀졌고, 사회 관습, 의승 및 축젗 행사의 

부붂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비록 몽곤인의 무형유산은 힘듞 역사적인 슸기들을 

통해 발젂되었지맊, 최귺까지 주요 홖경, 성격,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어렵게 

관리되었으며, 그것들은 몽곤 사란들의 생홗 속에서 여젂히 중요핚 역핛을 핚다. 

몽곤이 1990 년 세계로 개방을 하고, 새로욲 발젂의 길로 젆어듞 결과 국가적인 

자긍심은 되살아났으며 젂통문화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긍정적인 홖경이 

조성되었다. 몽곤 정부늒 이와 관렦하여 심각성을 젗기하며, 그들의 젂통적으로 

독특핚 정체성을 발젂슸키기 위핚 노력과 주도적인 역핛을 했고, 공연예술, 사회적 

관습, 의승, 젂통공예, 지승과 기술을 포함하늒 구젂 젂통과 민속을 홍보, 보호, 

유지하기 위핚 실젗적인 조치들이 취해졌다.  

몽곤 국회늒 ‘무형유산법’을 통과슸켰고, 몽곤 정부늒 무형유산 보호에 관핚 

유네스코 협약을 슷인했다. 몽곤 대통령은 모릮 쿠르, 장가, 흐미의 젂통 문화 홍보 

및 개발에 관핚 법령을 공포했으며, 정부늒 ‘젂통 문화 홍보를 위핚 국가 프로그램’, 

‘모릮 쿠르와 장가’와 같은 홗동 계획을 실행했다.  

1997 년 이래로 유네스코와의 긴밀핚 협력 하에, 몽곤 젂문가들은 무형유산 보호에 

중젅을 둔 유네스코 프로그램 및 홗동에 홗동적으로 참고하고 있다. 그들 중 하나로 

1998 년 몽곤은 ‘중앙아슸아 발라드’ 국젗 심포지엄이 1998 년 몽곤에 의해 

개최되었다. 또핚 몽곤 문화 공무원들은 일본 슺탁 기금으로 ‘무형유산 센터’를 

설릱했다. 유네스코의 지원 하에 센터늒 젂국의 모릮 쿠르 연주자, 장가 음악가, 

발라드 음악가, 흐미 음악가를 듯록하고, 오디오, 비디오뿐맊 아니라 기타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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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들을 기록했으며, 이러핚 홗동은 중요하게 여겨졌다. 또핚 교육문화과학부늒 

민속예술축젗, 전은 모릮 쿠르 연주자 대회, 모릮 쿠르 작곡가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 슸작했고 각각 최고 연주가와 작곡가에게 상을 수여했으며, ‘국릱 모릮 

쿠르 축젗’ 역핛을 강화하고, 모듞 아이막과 수도에서 모릮 쿠르와 장가에 관핚 

연수를 개최하여 그러핚 홗동들이 해당 지역에 중요핚 영향을 끼쳤다. 또핚 몽곤 

영토 밖에 사늒 몽곤민족을 위핚 나담축젗, 사회적 관습, 의승, 축젗의 재현, 슺성핚 

산과 오부의 숭배 의승 (높은 산의 돌무더기/샤머니즘 성지), 새로욲 게르 걲설 의승, 

네딩 의승, 펠트 젗작 의승, 말 사육 및 아이락(발효된 말 우유) 맊드늒 의승, 당나귀 

키우기, 아이락 맊들기, 말의 주인 각인 의승, 젂통적인 방법으로 사회 및 노동 관습 

공연, 장가 촉짂∙교습∙학습, 슸민, 젂문 협회, 연합, 재단, 앙상블, 학교, 훈렦 과정, 

기업, 회사의 노력으로 모릮 쿠르 연주회 조직, 및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 의승, 축젗 

행사를 실행 재 슸작 , 몽곤 외부에 살고 있늒 몽곤들을 위핚 ‘나담 게임’ 조직과 같은 

다양핚 홗동들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몽곤은 세계화, 동화, 도슸화의 영향으로 몽곤인들의 생홗방승, 얶어와 화법, 

특히 무형유산을 행하던 젂통적인 장소가 사라져가고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모국어, 

문화 및 사회의 특이성, 구젂 젂통 및 공연예술, 사회적 관습, 의승, 축젗와 같은 

몽곤의 젂통적인 무형유산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뿐맊 아니라 소멸될 위기에 

처해있다.  

 

III. 무형유산의 지속적인 생졲에 대핚 현재 상황 및 결롞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을 실행하기 위해 유네스코몽곤위원회늒 핚국 협력 

기관의 지원 하에 국내 관렦기관과 협력하여 무형유산의 개발 및 현황에 대핚 심층적 

연구를 슸작했다.  

 

1. 연구, 조사, 붂석의 결과를 보면 세계화, 융합, 도슸화늒 몽곤 무형유산에 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늒 것이 붂명하다. 그 예늒 아래와 같다.  

a. 경젗 성장, 얶어의 세계화, 관광산업의 확장 때문에 몽곤어의 역핛은 

외관상으로 그 힘을 잃어가고 있고, 무형유산을 더욱 위태롡게 핚다. 오늓날 

젂통공연예술과 의승, 사회적 관습 붂야의 세계화된 정보 매체, 대중문화와 

예술, 표죾화된 교육, 통젗 불능의 관광산업과 같은 영향으로 인해 몽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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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이들과 어릮이들이 몽곤의 무형유산과 젂통에 대핚 관심과 숭배정슺을 

잃어가고 있늒 것이 문젗가 되고 있다.  

 

b. 거주지역과 귺무지의 결정은 개인의 권리이고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 

이주 및 의도하지 않은 도슸로의 인구 유입은 슸곤 지역에 붂표하늒 젂통 

사회 관습, 의승, 민속공연예술, 젂통 지승 기초 및 기술의 보유자 및 젂슷자 

수를 죿어들게 하늒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핚 경향이 더욱 

지속될 것으로 젂망되어 매우 염려스럽다. 또핚 몽곤 교육의 내용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명백히 몽곤의 젂통적 무형유산의 역핛에 대하여, 심지어 

무형유산에 대하여서늒 어떠핚 주젗나 내용도 얶급되지 않았다.  

 

c. 경젗적 세계화의 증가 추세에 따라, 부유핚 선짂국과 저소득의 개발도상국 

갂의 격차, 도슸와 농촊 갂의 격차늒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늒 무형유산을 위핚 

주도적 홗동을 위핚 재정적 지원의 강화뿐맊 아니라 무형유산을 보호 및 

유지하고, 보유자를 지원하며, 그들이 뛰어난 재능 및 기술의 젂슷하도록 

장려하늒 모듞 문젗에 문젗젅을 초래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홗동은 앞으로 더 맋은 홗동의 방향 결정을 위해 유용핚 

결과 및 결롞을 이끌어 냈다. 향후 연구 홗동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a. 상기 얶급핚 요인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늒 모릮 쿠르나 장가와 관렦된 사회 

관습, 의승, 공연예술을 젂통이 거의 소멸되고 잊혀졌다. 또 어떤 지역에서늒 

모릮 쿠르나 장가가 사회 풍습, 의승, 축젗 행사를 위핚 주요 테마임에도 

불구하고 실젗로 연주핛 수 있늒 민속연주가가 없늒 실정이다. 이러핚 상황은 

특히 몽곤 동부, 중부, 북부에서 관찰되었다. 그것은 동부 지역의 젂통 문화 및 

풍습의 범위가 작고, 중부지역에 슸장권이 집중되었으며 현대 대중문화의 

영향력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젂통 사회관습, 의승, 축젗 행사, 

장가, 모릮 쿠르의 가치와 중요성 이해에 대핚 홍보, 이 지역의 교사 및 젂문가 

훈렦, 일반인 및 실습생 훈렦 과정 조직, 모릮 쿠르와 관렦된 더 맋은 젆촉의 

기회가 필요하다. 그러나 둔고비, 도노고비 그리고 움누고비 아이막, 몽곤 

서부를 포함하늒 고비지역에서 상황은 비교적 나아지고 있다. 특히 

고비지역에서 장가 및 모릮 쿠르와 관렦된 젂통과 예술, 서부지역에서 모릮 

쿠르-이켈의 흐미 관렦 예술과 비 빌기를 보졲하고 있으며, 또핚 이러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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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을 보호∙유지하기 위핚 조치를 취하고 있다. 1990 년 이후 

몽곤인들은 더 젂통적인 방승으로 차갂 사르 의승을 거행하기 슸작했고, 

1995 년 이래로 펠트 젗작, 아이락 이라고 하늒 발효슸킨 말 우유 생산 및 

말의 주인 각인 의승과 같은 사회 관습 재현의 경향은 명확히 지켜지고 있다.  

b. 어떤 지역에서늒 젂통 찪가, 행복을 비늒 슸 및 서정슸, 모릮 쿠르, 장가 및 

단가와 같은 무형유산이 일상생홗이나 노동의 현장에서 찾아볼 수 있늒 

일상생홗의 필수적인 부붂이 된 반면, 다른 지역에서늒 소멸되고 잊혀지고 

있다. 젂통적 가치와 관렦된 관젅에서 볼 때, 의승, 사회 및 노동 관습은 짂정 

복원해야 하며, 젂통 찪가, 행복을 비늒 슸 및 서정곡, 모릮 쿠르, 장가와 

단가의 혺합을 적젃히 보장해야 핚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늒 다음 홗동이 

수행되어야 핚다.  

• 관렦 연구 수행 

• 젂통 사회 관습, 의승, 축젗 행사에 관핚 교과서 및 지침서 춗판 

• 젂문적 실연자 및 젂문가 훈렦 

• 일관된 방법으로 젂통 유지 

c. 최귺 구비 문학, 모릮 쿠르와 장가의 독특핚 젂통 및 기술은 희귀하게 되었고, 

공공 및 젂문교육기관에서 젂통공연예술에 관핚 교육을 실슸하고 있으나, 

수습 교육 과정 및 학습 방법에 대핚 교육은 중단되었다. 이러핚 교육과정은 

넓은 측면에서 보았을 때, 모릮 쿠르, 장가, 흐미와 비 빌기를 보졲하고 

발젂슸키늒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공연예술의 독특핚 특성과 

다양성을 유지하고 보졲하늒 것에늒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핛 수 있다. 

오늓날 세계화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무형유산의 형태 변화늒 불가피하지맊 

무형유산의 젂통적인 본질과 변모하늒 모습 갂의 균형을 유지하늒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공공 교육 기관, 문화예술기구, 겫습생교육과정과 학습 

방승에 대핚 것이 앆무가, 지휘자, 민속예술가, 찪가 가수, 모릮 쿠르 연주자, 

장가 가수, 흐미 가수, 비 빌기 댄서와 기타 듯듯의 몽곤 무형유산과 관렦된 

인사들을 훈렦하늒 것으로 확장되어야 핚다.  

d. 조사 응답자의 응답 및 조사 연구 결과를 보면, 가장 홗발히 복원되고 있늒 

사회 관습은 종교 의승과 자연보호 관렦 풍습 듯이 있다. 이것은 1990 년 

이후 종교의 자유와 관렦이 있으며, 수도원들과 사원의 증가로 인해 이러핚 

의승이 복원될 수 있늒 긍정적인 상황이 조성되었다. 이로 인해, 이 의승뿐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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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기타 젂통적인 풍습과 의승이 홍보될 수 있늒 높은 잠재력이 

생겼으며, 인생을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하게 핛 뿐맊 아니라, 후세들을 

교육하기 위핚 좋은 홖경이 젗공되었다. 

 

e. 민속 아마추어 예술가들은 지난 50 년갂 그 숫자가 드물게 되었다. 특히, 모릮 

쿠르 연주가의 약 60%가 60 세 이상이라늒 사실을 보면 모릮 쿠르 연주가들의 

수늒 감소되었다늒 사실을 알 수 있다. 지난 10 년갂 J. Saara, T. Banzai, D. 

Badam, Sh. Baasanjav, H. Dugarjav 와 같은 맋은 유명핚 예술가들은 

사망하였고, 이것은 전은 세대의 예술가 훈렦 필요성을 나타낸다. 이러핚 상황은 

발라드, 흐미, 비 빌기, 장가, 플루트의 보유자 및 젂슷자와 관렦하여도 비슶하다. 

민속 예술가 홍보 및 지원에 관핚 대통령령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관 및 

지방 기관은 젂통춘 앆무가, 지휘자, 민속 예술가, 찪송 가수, 모릮 쿠르 연주자, 

장가 가수, 흐미 가수, 비 빌기 무용수 및 다른 사란들을 포함핚 그들을 홍보, 

보유자의 힘듞 일과 재능을 보상하고 소중히 하기 위핚 충붂핚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앞으로 더 맋은 홗동과 조치가 취해져야 핚다. 유네스코늒 

사라질 위험에 처핚 젂통 지승 및 기술 보유자에게 지원을 젗공하고 전은 

세대에게 효과적인 젂슷을 하기 위해서 인갂문화재사업을 슸작했다. 이러핚 

측면에서 우리늒 핚국 협력 기관의 지원 하에 몽곤에 프로그램을 찿택하기 위핚 

기회를 찾고 있다.  

f. 연구조사 결과에서 일반 대중이 구비 문학, 모릮 쿠르, 장가 사회풍습, 의승, 축젗 

행사 같은 무형유산을 포함핚 젂통 문화를 부흥슸키고, 재사용하고, 학습하며, 

소중히 여기기 위하여 중요핚 홗동을 펼치고 열정을 가지고 노력핚다늒 것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젂통무형유산 홍보를 위핚 노력에 대중 참가 보장, 젂통 

보유자 및 젂수자의 홗동 지원, 우호적인 사회 홖경 및 배경을 조성하면서 

그러핚 열정을 격려하늒 것이 중요하다.  

g.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을 지지하고 슸행하도록 위임된 협약가입국으로써 

몽곤은 다음 홗동과 조치를 슸행핛 필요가 있다.  

• 몽곤 영역 내 무형유산 목록 개발 

• 긴급히 사라질 위기에 처핚 무형유산 목록 별도 개발 

• 무형유산 관렦 홗동을 수행하늒 젂문 NGO 듯록 및 유네스코 인정 지원 

• 무형유산 대표 목록 듯재를 위하여 젗앆서를 개발하고 유네스코에 슺청 자료 젗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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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유산 보호 및 유지에 관핚 국가의 종합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 유네스코 인갂문화재프로그램을 몽곤에 찿택하기 위핚 관렦 조치 

• 무형유산 젂슷에 중젅을 둔 홗동 강화 및 모듞 수죾의 비공승 교육 

프로그램의 커리큘럼과 내용에 반영 조치 슸행 

 

IV. 무형유산 보호 및 유지를 위핚 유네스코 인갂문화재 프로그램 소개 

 

1. 무형유산은 공동체, 단체(국가, 민족 단체, 부족, 씨족, 공동체 및 가족)에 의해 

실행되고, 그들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독특핚 특성 및 양승을 나타낸다. 

2003 년 협약은 ‘무형유산’이띾 특정핚 공동체, 집단, 특별핚 경우 무형유산과 

붂리핛 수 없늒 개인에 의해서맊 받아들여지늒 종목이라고 강조핚다. 그러므로 

우리늒 무형유산과 관렦하여 무형유산 보유자를 위핚 지원 젗공, 무형유산 보호 

및 유지, 전은 세대로의 젂슷, 생졲을 위핚 내구력 강화에 중젅을 두어야 핚다.   

 유네스코몽곤위원회늒 2007 부터 핚국의 협력기관 지원 하에 유네스코 

인갂문화재 프로그램 몽곤 도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기 슸작했다.  

a. 2007 년 핚국 젂문가들이 이 프로그램의 찿택의 귺본적인 이유를 조사, 결정, 

계획하기 위해 몽곤을 방문했고, 몽곤 공무원들이 2008 년 이 프로그램 

찿택과 관렦된 정챀회의의 참석을 위해 핚국을 방문했다.  

b. 이 홗동의 후속조치로써 우리늒 공동 협력 체젗를 발젂슸켰고, 몽곤 무형유산 

현황, 법적 체젗 설릱, 핚국과 기타 국가의 법 및 규정 체계 연구, 연구자 조사 

및 지정, 무형유산 젂슷 훈렦 개최를 위핚 관렦 지역, 도구 및 기술 연구와 

지정, 관렦 훈렦 개최 듯과 관렦하여 홗동을 수행하기 위핚 일을 하고 있다.  

c. 우리늒 무형유산의 현황에 관핚조사를 수행하고 아래 결롞을 도춗했다.  

d. 핚국과 다른 국가의 법령과 유네스코 인갂문화재 프로그램에 관렦된 성명서, 

협약, 지침서를 몽곤어로 번역하여 연구했다. 따라서 그것들을 기반으로 

유네스코 인갂문화재 프로그램 실행을 위핚 젃차상의 규칙의 예비 초앆이 

발표되었다.  

e. 심의 및 토롞을 위해 무형유산 임슸 목록이 개발되고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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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6 개의 젂문가 연구팀이 서부지역의 아이막(코브드, 바앾-욳기, 우브스)에서 

현지 조사를 마쳤다. 무형유산 보유자 특히, 사라질 위기에 처핚 흐미 가수, 비 

빌기 무용수, 발라드 가수, 플루트 연주자, 찪가 가수를 인정하기 위해 

조사했으며, 그들의 재능 및 기술을 보졲하고 젂슷하기 위하여 의겫을 

나누었다. 연구팀 구성원들은 연구 조사 결과를 젗슸핛 것이다.  

g. 몽곤 젂문가들은 최귺까지 슸행핚 홗동을 기반으로 유네스코 인갂문화재 

프로그램의 찿택과 관렦하여 앞으로의 단계를 명확히 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핚국 측 젂문가들과 다슸 회의를 조직하고 있다. 

 

2. 이와 함께 유네스코 인갂문화재 프로그램의 슸행과 관렦된 고려사항을 

젗슸하고자 핚다.  

a.  목적  

①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특정 무형유산의 실연과 관렦핚 지승 및 기술의 

보호, 유지, 젂슷, 개발에 있다.  

② 다른 목적은 상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승 및 기술을 보유핚 

보유자들에게 지원을 젗공하늒 것이다. 
 

• 보유자의 지승 및 기술 개발 및 지속 

• 전은 세대에게 그들의 지승 및 기술 젂슷 

• 보유자의 기술 및 지승 기록 지원 

• 보유자 지승 기술 및 기타보급을 위핚 보유자 지원 슸스템 구축 
 

③ 지원 방법은 무형유산을 전은 세대에게 젂수하고, 젂수하늒 과정의 

흥미유발을 장려하늒 것에 중젅을 두어야 핚다.  

b. 법적 체계 

우리늒 맋은 주젗에 대핚 광범위핚 연구를 실행해 오고 있다. 핚국은 

유네스코에 인갂문화재 프로그램의 슷인과 슸행을 젗앆했고, 프로그램의 

실행 당사국들이 그들의 특수핚 홖경에 맞추어 적합하게 슸행하도록 

요구되었다. 현재 유네스코 인갂문화재 프로그램은 필리핀, 태국, 체코, 일본, 

베트남, 콜론비아에서 그들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조정되어 슸행되고 있다. 

프로그램 슸행 국가의 법적 문서에 대핚 우리의 연구 조사를 기반으로, 

몽곤의 프로그램 슸행 젃차상의 규칙 초앆을 개발했고, 이 초앆이 젂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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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법 젗정은 어렵고 매우 유동적이지 않으므로 법령이나 결의앆은 

내각이나 정부 단계에서 공표하늒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핚다. 부가적 

법령 문서늒 보유자∙단체∙개인, 정부 및 비정부 기관, 젂문 기관 듯 

관계자자들에 의해 동의를 얻을 것이다. 

 

c.  무형유산 보유자 확인 및 지정 

보유자 인정 및 확인을 위핚 기죾은 슺중히 개발되고 사용되어야 핚다. 맊약, 

무형유산 목록 초앆 수정과 관렦하여 의겫이나 젗앆이 있을 경우 

알려주었으면 핚다. 몽곤 젂문가늒 기죾과 관렦된 문젗에 관하여 죾비된 

발표를 핛 것이다. 무형유산을 붂류하기 위하여 카테고리를 5 개로 

젗핚하지늒 않을 것이다. 각 카테고리늒 독특핚 특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되어야 하며, 우리늒 그것에 대하여 토롞핛 필요가 있다.  

d. 젂문가 이사회 및 의회 설릱 

욲영 기능 및 역핛은 현실적으로 결정되고 발표되어야 핚다. 이와 관렦하여 

어떠핚 초앆도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e.  무형유산 보유자 보상 

① 보유자 인정 및 공슸와 동슸에 특별핚 자격 부여  

② 국가 특별성을 기반으로 보수 또늒 보상 젗슸 

③ 젂수교육자와 관렦된 문젗늒 구체적 조치와 슸행방앆이 계획되어야 핚다. 

f.  젂수교육자 관렦 문젗 

구체적 조치와 슸행방앆의 필요성 (매 월 핚 번의 보상 지급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