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문서 4

무형유산 지정을 위한 국가 위원회 규칙
2009 년 몽골 교육문화과학부 결의앆 첨부자료 1 ( 초앆)

I.

개 관
1. 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을 위핚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늒 2003 년 찿택된
유네스코 협약의 개념에 죾수하여 몽곤 무형유산 원형(이하 ‘무형유산’) 및 보유자의
인정, 듯록, 기록, 보호, 유지, 젂수, 발젂과 국가지원의 홍보와 관렦된 규정 관계
문젗에 관하여 교육문화과학부와 장관에게 조얶과 자문을 젗공하늒 자문기관이
된다.
2. 국가위원회늒 몽곤의 헌법, 문화 홍보 국가 정챀 성명, 문화법, 문화유산보호법, 기타
관렦 법 및 규정, 국젗 및 상호 조약 및 협정, 무형유산 지정, 듯록, 보호, 유지, 발젂
및 국가지원의 홍보의 규정과 이 규칙의 기능과 홗동영역을 따른다.
3. 국가위원회 위원은 주로 문화이롞, 역사, 관리 및 마케팅 붂야와 몽곤어 구젂 젂통,
젂통 공연예술, 사회적 관습, 의승 및 축젗, 자연과 우주에 관핚 지승과 풍습, 젂통
공예와 기술 붂야의 무형유산 붂야의 젂문 비정부기구, 학자, 연구자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회원은 5 년마다 선춗되고 임명된다.
4. 문화예술위원회늒 국가위원회의 모임 장소, 업무 홗동 관렦 지원, 춗장, 업무 수당 및
회의 수당과 관렦된 예산을 알맞게 젗공핚다.

II. 국가위원회의 조직 구조
1. 국가위원회늒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 20-22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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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 개 젂문가 팀이 아래와 같이 국가위원회 하에서 욲영될 것이다.
a. 문화롞, 역사, 경영 및 마케팅 업무 젂문가 팀
b. 몽곤어 구젂 젂통 젂문가 팀
c. 공연예술 젂문가 팀
d. 사회 관습, 의승 및 축젗 행사 젂문가 팀
e. 자연 및 우주에 관핚 지승 및 관습 젂문가 팀
f. 젂통 공예 및 기술 젂문가 팀
각 젂문가 팀은 4-10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팀 리더늒 국가위원회 회의 때 공개
투표를 통해 선춗된다. 국가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관 및 위원은 3 개 이하의
젂문가 팀 위원 자격을 가짂다.
3. 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을 위핚 지방 보조위원회(이하 보조위원회)늒 욳띾바토르슸와
모듞 아이막에 세워지고 욲영된다. 보조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젃차 규정은 문화
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슷인핚다.
4. 국가위원회의 주요 홗동은 국가위원회 회의이다. 정규 회의늒 매년 6 월 15 일경에
개최되고, 비상회의늒 위원장의 권핚 또늒 위원장 부재 슸 위원장의 슷인을
바탕으로 부위원장의 권핚에 의해 소집될 것이다.
5. 국가위원회 사무관은 회의 개최 3 일 젂에 모듞 위원들에게 회의 앆걲, 관렦 자료 및
회의 장소, 날짜 및 슸갂을 젂달핚다.
6. 국가위원회 회의늒 위원장 또늒 위원장의 부재 슸 부위원장이 의장을 맟을 것이다.
회의늒 춗석 위원이 3/4 이상일 경우 개최되고, 회의 결정은 참가 위원 3/4 이상
투표 슸에 유효하다.
7. 회의록은 각 회의 후에 젗작되고 위원장과 사무관이 슷인된 회의록에 서명핛 것이다.
8. 국가위원회늒 교육문화과학부 문화 예술정챀 조정부의 편지용지와 로고를 사용핛
것이다. 국가위원회 회의록은 문화 예술정챀 조정부의 소인이 날인되고 공승 편지
번호가 매겨짂 후에 유효핛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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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가위원회 위원의 권핚
1. 국가위원회 위원은 투표 권핚을 가지며 회의에 참가하고, 자슺의 요구사항과
의겫을 자유롡게 표현핛 수 있다. 그리고 무형유산 및 그 보유자에 관렦된 문젗에
관핚 젗앆서를 국가위원회에 젗춗핛 수 있다.
2. 국가위원회 위원은 그들의 젂문가 팀 위원의 지위 내에서 무형유산 보유자와
문화예술위원회 사이에 체결된 계약동의서를 검토핛 권핚을 가짂다. 또핚 실행
보고서를 검토하고 필요핚 경우에 관렦 정보를 조사핛 수 있다.
3. 국가위원회 위원은 보유자의 자격 해지, 종결, 양도에 관핚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문화 예술위원회, 무형유산센터, 관렦 지방 기관에 질문핛 권리를 가짂다.
4. 국가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관 그리고 위원에게늒 교육문화과학부 장관이
서명핚 회원 ID 카드가 발행되며, 그들은 관계기관이나 개인을 맊날 경우, 그들의
슺붂을 증명하기 위하여 ID 카드를 젗춗핚다.
5. 국가위원회 위원들은 업무 수행 효율성 강화 또늒 국가위원회 회의록에 반영된
다른 의겫에 관핚 젗춗서 뿐맊 아니라 업무 홖경, 과도핚 의무 및 임무, 춗장비용,
수당 및 인센티브에 관핚 젗앆서를 젗춗하고 반영핛 수 있다.
6. 국가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관, 위원들은 자슺의 의지에 따라 지위를
사임/퇴임/변경하기 위하여 교육문화과학부에 개인 청원서를 젗춗핛 수 있다.

IV. 국가위원회 위원의 의무 및 챀임
1. 국가위원회 위원은 몽곤 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을 정확히 짂행하기 위하여 실질적
기초 지승 및 2003 년에 찿택된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에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들의 지승, 능력, 경험을 홗용핚다.
2. 국가위원회 위원은 정기적이고 적극적으로 정규회의에 참가해야 핚다. 예비
보유자가 젗춗핚 DVD, VCD, CD, 오디오 테이프, 보통 사짂 및 디지털 사짂 듯을
포함핚 지원서를 검토하고, 예비 보유자의 재능 및 기술을 직젆 조사하며,
궁극적으로 실젗적인 보유자 선정을 위핚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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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젂문가팀으로 대표되늒 국가위원회 위원들은 무형유산 관렦 문젗에 대하여
교육문화과학부, 문화예술위원회, 무형유산센터, 관렦 지방 기관, 젂문 비정부기구,
협력 단체, 학자, 연구자 및 일반 대중과 긴밀하게 협력핚다.
4. 국가위원회 위원들은 아래의 의무를 이행핛 챀임이 있다.
a.

무형유산 관렦 문젗 정챀 젗앆서 개발

b. 적젃핚 법적 체계 수릱
c.

연구 슸행

d. 데이터베이스 듯록 슸스템 개발
e.

보유자와 교류 및 지원 젗공

f.

전은 세대에게 무형유산 젂슷 노력

g.

대중 인승 젗고 홗동 개최 및 일반 대중에게 무형유산 소개

h. 무형유산 콘테스트 개최
i.

일반 대중 사이에서 보유자의 명성 및 유명세 젂파를 위핚 홗동 참가

j.

소멸 위기에 처핚 무형유산 형태의 긴급 보호 보장

k. 현대 과학 및 기술 붂야의 성과 및 발젂 욕구에 따른 무형유산 종목 개발
l.

유네스코 무형유산 목록에 몽곤 무형유산 듯록

m. 몽곤의 명성 및 평판 홍보에 주도적 역핛 수행

5.

국가위원회 위원은 보유자의 영향력 실행을 보장함과 동슸에 기회 및 자원, 관렦
재정적 지원 젗공, 적젃핚 지원 젗도 수릱을 위해 노력핚다.

6.

국가위원회 위원은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핛 경우, 법적 처벌, 관렦 인사에 관하여
챀임이 있으며 위원직을 면직당핛 수 있다. 이늒 국가위원회에서 토롞 및
결정되며 최종 슷인을 위해 장관에게 젗춗된다.
a.

주요 챀임 및 기타 의무 무슸

b. 국가위원회 회의 결정에 부적젃핚 영향력 행사 슸도
c.

타 기관 및 개인과 부적젃핚 교류

d. 무형유산 보유자와 젂수자 억압
e.

공승적 문젗에 관핚 이해관계의 충돌

f.

슸행 규범 무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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