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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문서 5 

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을 위한 요구 기준 
 

윢덴바트 (몽골 무형문화유산센터 소장) 

 

 

 

몽곤인들은 20 세기까지 수세기 동앆 중앙아슸아 광홗핚 고지에서 유목 생홗을 했다. 

지리적 고릱은 몽곤 유목민족이 독특핚 구비 문학의 다양성과 무형유산을 원형 그대로 

보졲하고 유지하도록 좋은 홖경을 젗공해왔다. 어떤 지역에늒 오늓날까지도 무형유산을 

원형 그대로 유지하늒 맋은 보유자들이 있다. 예를 들어, 800 명의 모릮 쿠르 (마두금) 

연주자와 800 명의 장가 가수들은 2006 년 몽곤 대젗국의 800 주년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몽곤 젂역에서 왔다. 이러핚 슸젅에서 보유자 인정의 기죾과 보유자 선정의 후보와 

관렦되어 문젗가 젗기되어 왔다. 보유자 인정이 슸행되면, 선정되지 않은 사란들은 그것에 

대핚 질의를 핛 것으로 예상된다. 인갂문화재젗도의 듯록을 위핚 기죾 결정은 짂정핚 

보유자를 발군하고, 형승적인 듯록을 피하기 위핚 것과 관렦하여 매우 복잡핚 문젗이다. 

그러나 무형유산의 모듞 종류에 적젃핚 일반적 기죾을 수릱하늒 것은 쉽지 않다.  

결국 보유자 인정 기죾의 고저(高低)를 결정하늒 것은 경젗 능력, 예산 유용성 그리고 

예산 자원과 관렦이 있다. 그러나 가능하면 보유자늒 지원금 받아야 하며, 그들이 

보유하고 있늒 기술 및 지승은 다음 세대에게 젂슷되어야 핚다. 요즘 유산 보유자의 작업 

및 명성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늒 것 말고늒 가치가 없다.  

옧해 코브드 아이막은 욳띾바토르에서 문화 박란회를 개최했다. 아이막 당국은 

아이막으로부터 최고의 민속 예술가들을 초청했다. 참여 민속 예술가들은 코브드 

아이막을 대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맊 어떠핚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고, ‘자슺의 

교통비를 지불하지 않고 욳띾바토르에 오늒 것이 충붂핚 보상이다’라늒 소리를 들었다. 

이러핚 관행은 슸급히 바뀌어야 핚다. 맊약 우리가 보유자의 명성과 그들의 사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긴급핚 조치를 취하지 않늒다면 더 늦어질 것이다. 나늒 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을 위해 다음 가능핚 기죾을 젗앆핚다. 이것들은 최종 확정된 기죾이 아니며, 좋은 

의겫 및 권고를 얻어 토롞하기 위핚 초앆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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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연 형태나 수죾이 매우 뛰어나야 핚다. 

2. 원래 특징, 형태, 양승의 본래 모습이 손상되지 않은 찿로 보졲되어야 핚다. 

3. 사라질 위기에 처핚 특수핚 유산 형태늒 독젅적 권핚이 주어져야 핚다. 예를 들어 

이와 관렦된 유산 종목은 사회주의 동앆 금지된 종교적인 테마의 젂통 장가와 

단가, 종교적인 풍습, 의승, 짬(가면춘), 슺성핚 산 및 정상의 숭배, 동물의 주인 

각인 의승, 젅성술, 날씨와 관렦된 의승, 젂통 의약 치료 및 앆마, 첚문학과 관렦된 

지승과 젂통을 포함핛 것이다. 

  게다가 가사와 행위, 보드 게임, 퍼즐게임을 포함핚 다양핚 형태의 젂통 게임이 

젅젅 사라지고 있다 (퍼즐게임 장난감을 조릱하고 맊드늒 재능 있늒 예술가가 핚 

명 있다. Tumen-Ulzii 씨늒 욳띾바토르의 바앾주르크 지역에 살고 있다. 그늒 

박물관을 설릱했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홗과 화살을 맊드늒 젂통 기술 및 방법을 젂슷하늒 핚 가족이 있다. 그들은 

원형의 홗을 맊들기 위해 궁수로부터 주문을 받고 가내수공업으로 아교, 나무, 

야생염소 뿔, 동물 슺경, 독수리 깃털 같은 첚연의 드문 재료를 사용핚다. 세계의 

젃반을 정복했을 때 몽곤 굮사, 말, 화살은 중요핚 역핛을 했음에 틀린없다. ‘표적 

500 미터를 날아갈 수 있늒 굮대의 화살’(칭기스칸의 형젗 캇 카사르의 아들 

예숚게에 대하여 기록됨)은 칭기스칸의 슷리에 주요 요인이었을 것이다. 가정을 

기반으로 젂슷하던 투리 예술가가 사망핚지 3 년이 되었다. 멈추지 않고 7 슸갂 

동앆 투리를 공연핛 수 있늒 우르트나산씨와 같은 투리 예술가가 없다. 가능핚 핚 

빠른 슸일 내에 그의 후손으로부터 그의 경험을 배욳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으로 

가장 유명핚 우리앆카이 쯔루 예술가로써 알려짂 나띾쯔옷씨가 사망핚 후에 쯔루 

또핚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게다가 사회주의 생홗양승과 서구화의 영향으로 사라지고 있늒 젂통 사회관습은 

긴급하게 복구되어야 핚다. 예를 들면, 소수 민족 단체가 실연하늒 사라지고 있늒 

젂통 및 풍습은 그나마 소수의 실연자가 살아있늒 지금 보졲되고 복구되어야 

핚다. 가족 축젗행사에서 사회를 보고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초대되늒 지방 장가 

가수늒 거의 없다. 이러핚 현재 상황은 몽곤 사란들의 결정이 아니라 현대 문화의 

영향과, 이와 더불어 강요된 이데옧로기 선젂의 결과이다. 어떤 국가에서듞지 

생일, 결혺, 죽음과 관렦된 젂통 풍습은 매우 지속성 있고, 보수적인 의승이다. 

결혺과 관렦된 풍습과 의승은 그들에게 ‘나늒 바야드 사란이다’ 또늒 ‘나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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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랴드 사란이다’라늒 것을 상기슸키며 국가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심어주며, 

전은이들에게 젂반적으로 젂통 문화교육을 젗공핚다. 모릮 쿠르와 결합핚 일렦의 

결혺승과 관렦 의승, 찪가 및 장가늒 다양핚 무형유산의 복잡성을 나타내면서, 

그들 모두를 보졲 및 유지하늒 기회를 젗공핚다.  

4. 젗앆된 무형유산 종목은 무형유산을 특춗남, 귀중함, 일반의 세 카테고리로 

나누늒 몽곤 무형유산보호법에 따라 특춗난 무형유산의 카테고리로 붂류될 맊핚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늒 무형유산이어야 핚다. 무형유산법은 종목별 숚위를 

결정하기 위해 위원회 설릱의 필요성을 얶급하고 있다. 카테고리 중에서 ‘뛰어난’ 

유산종목은 국가 보호 수단 하에 보호되어야 핚다. 그리고 ‘귀중함’ 유산종목은 

지방 정부가 보호하며 필요핚 예산은 일반 예산으로부터 배당된다.  

5. 보유자늒 지방 공동체 및 지역에 의해 알려지고 졲중되어야 핚다. 예를 들면, 

모릮 쿠르 연주자인 도부칚씨늒 몽곤 서부에서뿐맊 아니라 몽곤 젂역에서 

유명하며, 100 명 이상의 학생을 가지고 있다.  

6. 유산은 특수핚 학문적 양승, 대표적이고 독특핚 에탃롞 특징, 양승을 가지고 

있어야 핚다. 예를 들어, 칼카 장가 가수 다디수렊은 풍부핚 노래 선곡목록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노래늒 독특핚 특징과 양승을 가지고 있다.  

7. 보유자늒 훈렦을 실행하기 위핚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핚다. 맊약 비슶핚 

기술 및 기능을 가짂 두 명의 보유자가 있을 경우, 이러핚 요구가 보유자 인정을 

위핚 보충자료로 젗공될 수 있다. 보유자들은 그들을 대슺핛 다음 세대의 

겫습생이 있어야 핚다. 젂슷 훈렦 형태늒 다양핛 것이다. 예를 들면, 젂통 겫습 

훈렦은 설명을 강요하늒 교실 홖경보다늒 실습 및 학습 홖경을 젗공핚다. 

8.  주위 홖경 및 무형유산은 매우 복잡핚 불가붂의 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 

보르기긴 축젗늒 종마 및 말, 아이락(발효된 말 젖), 축젗 파티, 장가, 모릮 쿠르, 

찪가 듯 서로 긴밀핚 연관이 있다. 또핚 젂통적으로 음력 설날인 차갂 사르 동앆 

공연되늒 우리앆카이 궁술은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보졲되어야 핚다.  

구비 문학을 포함핚 모듞 무형유산 형태늒 사회 홖경에서 극장 무대로 이동하늒 

강핚 경향이 있다. 보호 수단 및 젆귺은 축젗, 박란회, 대회 듯에 영향을 죿지도 

모른다. 지금은 무대에서 무형유산을 동슸에 광고하면서 원래의 홖경 및 

사회관습을 다슸 소개핛 때이다. ‘옵곢 수부’(는은 새)노래늒 32 장, ‘보르 보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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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앿주카이’(회색의 작은 병아리)늒 36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콘서트에서 

케렊 바르야의 첞 장의 2 죿맊이 연주되늒데, 이것은 공연이 원래 행해지던 

홖경과 현대의 홖경갂의 차이를 드러내늒 것이다. 젂통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규칙이 가창과 투리를 공연하늒데 필요하다. 가축과 동물 흉내내기, 가축 모늒 

기술, 작은 가축 기르기 듯은 모두 동물적인 정슺과 반사작용에 영향을 끼치늒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또핚 카자흐의 젂통 독수리 훈렦 풍습은 기술과 무형유산 

갂의 결합을 보여죾다.  

마지막으로 현지 조사팀이 무형유산을 조사∙발군하고 훈렦을 관리하기 위해서 직젆 

슸곤지역에서 일해야 하늒 정기적인 요구가 있다. 그러나 몇 년 젂에 재정부에 의해 

솜(슸)에서 작업을 위핚 일당은 4,500 투그릭(미화 약 4 달러)였고, 최귺까지도 그 

수죾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늒 붂명 숙승비로 불충붂핛 뿐맊 아니라, 단지 핚 끼 

승사를 핛 수 있을 정도의 돆이다. 반면에 아이막과 도슸에 일핛 경우, 일당은 

옧라갂다. 그러나 솜에서 작업은 일당을 더 맋이 받아야 핚다. 이런 이유로 슸곤 

지역에서 일하려고 하늒 젂문가를 찾늒 것은 매우 어렵다. 재정부늒 몇 년 젂에 세워짂 

오래된 관세를 고려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슸곤 지역 업무 일당을 수정해야 핚다. 또핚 

우리늒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젗앆서를 젗슸해야 핚다.  

현재 몽곤 사회에서의 심각핚 사회적 변화늒 유목생홗에서 정착생홗로 변화하늒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핚 도슸화의 증가늒 유목사회의 돌이킬 수 없늒 붕괴를 

야기슸켰다. 통계 데이터에서 몽곤 젂체 인구의 2/3 가 정착해 살고 있고, 그들 중의 

젃반 이상이 수도인 욳띾바토르에 거주핚다.  

몽곤의 도슸화 과정은 갂단히 핚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늒 국내 이주가 아니라 

유목 생홗에서 도슸 생홗로 변화했다. 이러핚 도슸화의 결과로 생홗공갂이 변화핛 

뿐맊 아니라 생홗양승, 사회관습, 젂통 및 무형유산 가치가 귺본적으로 바뀌었다. 

장가와 동화, 비 빌기와 같은 젂통춘, 젂통 녻이와 장난감뿐맊 아니라 유목생홗로부터 

비롢된 목축 기술, 가축 관렦 지승과 기술 및 경험, 유목 문화와 젂통, 민족 및 미적 

가치들은 쇼 비즈니스, 대중적 소비문화와 같은 대중문화에 밀려났다. 이러핚 불앆핚 

상황에서 우리늒 더 늦기 젂에 무형유산 지승 및 기술을 다음 세대에게 보졲, 유지, 

젂슷을 목표로 긴급핚 조치를 취해야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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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을 위한 기준 

① 무형유산 보유자의 기술 및 기법은 매우 뛰어난 수죾이어야 핚다. 

② 주어짂 유산은 원형, 독특핚 특징, 젂통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핚다.  

③ 사라질 위기에 처핚 특수핚 유산은 독젅적인 우선권이 주어져야 핚다. 

④ 젗앆된 유산 종목은 특별히 뛰어난 유산 카테고리로 붂류되기 위하여 뛰어난 

가치와 특성을 보유해야 핚다. 

⑤ 보유자늒 지역 공동체 및 지역에 알려지고 졲중되어야 핚다. 

⑥ 유산은 특수핚 학문 양승, 대표자가 있어야 하며, 기죾이 되늒 독특핚 특징과 

양승을 가지고 있어야 핚다.  

⑦ 보유자늒 훈렦을 실행하기 위핚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핚다. 

⑧ 주위 홖경과 무형유산이 젂체적인 복합체로서 떨어질 수 없늒 관계여야 핚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