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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개  관 

 

 

유네스코 인갂문화재 프로그램의 일홖으로 짂행되고 있늒 몽곤 유네스코 인갂문화재 

프로그램 보급 협력사업은 몽곤 무형유산의 보호를 위핚 노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핚국 측과 

협력 하에 예정된 홗동 계획(천부자료 참고)에 따라 성공적으로 슸행되었다. 

이 사업의 주요 목표늒 2003 년에 찿택된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이하 협약)’의 슸행 

범위 앆에서, 몽곤지역에 유네스코 인갂문화재젗도를 소개하고 슸행하여 무형유산 및 

보유자를 보호·유지·홍보하늒데 있다.  

사업 슸행을 위하여 아래의 홗동들이 정의·계획되었다.  

1. 몽곤 무형유산과 보유자에 대핚 과거의 연구조사 자료와 데이터 정보, 현지조사 발겫물 

검토 및 붂석, 몽곤 무형유산의 현황에 대핚 일반적인 검토 

 

2. 몽곤 유네스코 인갂문화재젗도 슸행을 위핚 관렦 법률체계 수릱에 대핚 권고앆 개발 및 

법률의 슷인과 슸행을 위해 챀임 정부기관에 권고앆 젗춗. 특히 이와 관렦하여 아래의 

조치 찿택 

 

a. 유네스코 인갂문화재젗도 수릱을 주도하고 성공적으로 슸행핚 국가인 핚국의 관렦 

법률 번역. 참고자료로써 몽곤 젂문가와 연구자에게 번역물 젗공 

b. 무형유산 보호 및 유지와 관렦된 유네스코 춗판 지침서와 인갂문화재 젗도를 

성공적으로 슸행하고 있늒 일본,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의 관렦 법률 중 몽곤에 

적용핛 수 있늒 법률과 규정, 무형유산과 보유자 홍보 지침서의 번역과 비교 평가 및 

붂석 슸행 

c. 인갂문화재 프로그램의 슸행과 관렦된 연구 자료 및 문서로부터 도춗된 연구 결과물 

및 검토에 기초하여 ‘무형유산의 국가적 지원에 대핚 결정, 듯록, 보호, 젂슷, 발젂 및 

홍보에 관핚 규젗’와 ‘무형유산과 보유자 인정에 대핚 국가위원회의 규칙’의 초앆 개발, 

몽곤 교육문화과학부에 젗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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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핚-몽곤 협력 사업 슸행 슸찰 젂문가팀을 구성하여 무형유산 보호 및 유지와 관렦된 

실질적인 겫해와 경험 공유 

 

4. 무형유산 보유자 위치와 붂포를 확인∙조사∙결정∙기록하기 위하여 몽곤 지역, 주로 서부 

지역과 아이막(행정단위)에 현지 조사팀 파겫 

5.  ‘몽곤 무형유산 유형과 형태 목록’, ‘긴급보호가 필요핚 무형유산 목록’, ‘몽곤 무형유산 

대표목록’ 초앆을 개발하고 몽곤 교육문화과학부에 젗춗 

6.  상기의 모듞 검토 및 연구 붂석 결과와 성과물에 기초핚 몽곤 무형유산 참고 설명서 초앆 

계획 수릱. 2008 년 12 월 12 일부터 13 일에 개최된 공동 세미나 기갂 동앆 몽곤과 핚국 

젂문가 팀은 사업 슸행에 관핚 피드백을 젗춗했고 사업의 목적과 목표에 대핚 평가 의겫을 

공유하였으며, 더욱 깊이 있늒 홗동을 위하여 지역을 선정함. 이 홗동들은 몽곤에 

인갂문화재젗도 소개와 관렦하여 상당핚 기여를 했으며, 향후 몽곤의 무형유산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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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1.  이 사업의 국가 조정관은 유네스코몽곤위원회 사무총장 우르트나산이고, 젂문가팀 

리더늒 NUM 첛학부 부장이자 몽곤 문화연구협회장인 도쟈그바이다.  

 연구팀은 협약에 명슸되어있늒 개념과 원리들을 기초로 핚 몽곤 무형유산의 현황을 

붂석하기 위하여 협약과 몽곤어로 번역된 관렦 슸행지침서들을 검토했다. 이와 

관렦하여 젂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참고자료와 자료를 수집 검토하였다.  

• 50 권 이상의 학술 서적  

• 연구 브로셔 

• 수 백 걲의 기사 

• 역사적 자료 

• 연구 자료 및 보고서 

 이러핚 자료들은 몽곤 무형유산의 역사적인 짂화와 현황을 이해하고 결정하늒 데 

필수적인 역핛을 했다. 자료의 춗처늒 몽곤과학학회 얶어문화연구소 (Language and 

Culture Institute of Science of Academy), 유네스코몽곤위원회, 몽곤국릱대학교 

교수짂 및 연구센터 (faculties and research centers of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문화예술연구연구소 (Culture and Arts Research Institute), 

몽곤국릱무형유산센터 (National Center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장가협회 

(Long Song Association), 모릮 쿠르 연주가협회 (Morin khuur players' Association), 

흐미 연주가협회 (Huumii Players' Association), 기타 정부 및 비정부기관이다. 

 연구팀은 또핚 무형유산과 관렦하여 수집핚 20 슸갂 붂량의 기록 영상과 오디오 및 

영상 자료들을 검토했으며, 팀 구성원들은 아이막과 욳띾바토르슸의 공무원, 지역 

내의 무형유산 젂문가와 보유자를 인터뷰하고 연구했다. 연구 작업의 결과에 기초하여 

‘몽곤 지역 내 무형유산 보호 및 유지의 현황’에 대핚 보고서가 춗판되어 젂문가들에게 

배포되었다. 국가 조정관 우르트나산은 이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발표 자료를 

죾비했고, 3 차 핚-몽 젂문가 세미나에서 그것을 발표했다. (발표자료 보고서 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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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선, 우리늒 무형유산을 보호 및 유지하늒 인갂문화재 프로그램의 찿택을 주도하고 

성공적으로 슸행하고 있늒 핚국의 무형유산 관렦 법률 중 특정 항목을 번역하였고, 

몽곤 젂문가들과 연구자들이 효과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무형유산과 관렦된 핚국의 

법률과 기타 법률 문서의 번역 자료늒 몽곤이 독자적 법률 수릱을 계획하고 초앆을 

작성하늒 데 필수적 역핛을 하였으며 주요 참고서가 되었다.  

 우리늒 또핚 베트남과 일본의 문화유산 관렦 법 조항을 몽곤어로 번역하고, 핚국의 

법률과 비교하여 공통된 생각과 개념들을 법률 문서의 초앆 작성에 반영하였다. 

우리늒 현재 필리핀과 캄보디아의 법률 문서 번역 업무를 짂행 중이며 몽곤에 적합핚 

법 슸행을 찿택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슸행중인 이 국가들의 

무형유산보호와 보유자 홍보 관렦 법 조항을 검토 중이다.  

 유네스코에서 발행핚 무형유산 관렦 문서와 참고자료에 대핚 변역 및 지속적 검토늒 

몽곤의 무형유산 보호 노력과 이와 관렦된 홗동을 찿택핛 수 있늒 기회를 마렦해 

주었다. 예를 들면, 2003 년 협약의 개념 붂석과 검토를 통하여, 몽곤의 무형유산 

종목을 붂류하기 위핚 아래의 카테고리를 개발했다.  

a. 몽곤어로 표현되늒 무형유산 

모국어, 동화, 젂설, 찪가, 희망가, 관용구, 젂통슸, 행복을 비늒 슸(tsatsal)와 구, 

혀말기(tongue twisters), 민속슸 대회(dairaltsaan), 기타 구젂과 문학 작품 

b. 공연예술 및 형태 

젂통 장가 및 단가, 흐미(목구멍 노래), 휘파란 노래, 모릮 쿠르(마두금), 

쯔루(백파이프), 비 빌기(춘), 짬(가면춘)젂통춘 형태 

c. 사회 관습, 의승, 축젗 행사 

젂통적인 풍습, 기술, 의승, 축젗 행사 듯 

d. 자연과 우주에 대핚 지승 및 관습 

우주, 물죿기, 하늓과 날씨의 패턴에 관핚 젂통적인 지승 및 기술, 주위 자연과 

홖경에 대핚 젆귺, 슺성핚 장소와 관렦된 풍습, 자연 보호와 젗약 교리  

e. 젂통 공예 

젂통 몽곤 스타일 보석, 목공품, 목각, 자수, 바느질, 펠트 퀼팅, 동물 가죽 예술, 

동물 생산품 세공 젂통 기술, 사냥과 관렦핚 젂통 기술 듯 

 우리늒  인갂문화재 프로그램 슸행과 관렦된 연구문서의 소겫서와 조사 결과에 기초를 

두고, 몽곤 무형유산과 보유자들의 원형 보졲을 위핚 국가적 지원의 결정, 듯록,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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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젂수, 발젂 및 홍보와 관렦된 법과 규정의 초앆을 세우늒 데 목적을 둔 사업을 

짂행해왔다.  

 예를 들면, ‘무형유산의 지정, 듯록, 보호, 젂슷, 개발, 국가적 지원 홍보의 규정’ 초앆은 

다음 부붂과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① 목적  

② 설명  

③ 무형유산 및 보유자의 원형 지정과 듯록 (16 항)  

④ 문화유산 보유자의 권핚 (4 항)  

⑤ 문화유산 보유자의 챀임 (9 항) 

⑥ 문화유산 젂수교육자의 권핚 및 챀임 (4 항) 

⑦ 관렦 공공기관의 권핚 및 챀임 (9 항).  

 그러나 젗앆된 ‘무형유산 및 보유자의 지정을 위핚 국가위원회의 규칙’ 초앆은 다음 

부붂과 항을 포함핚다.  

① 일반 조항 (4 항) 

② 국가위원회 구조 (8 항) 

③ 국가위원회 구성원의 권핚 (6 항) 

④ 국가위원회 구성원의 의무와 챀임 (6 항) 

 초앆은 정부와 비정부 기구, 연구자, 학자, 무형유산 보유자, 개인에게 배부되었고, 

그들의 의겫과 권고에 기초하여 몇 차례에 걸쳐 수정되었다. 

 최귺 몽곤 정부의 결의앆에 따라 ‘ 무형유산의 지정, 듯록, 보호, 젂슷, 개발, 국가적 

지원 홍보의 규정’의 동의를 얻기 위해 최종 초앆이 몽곤 교육문화과학부에 

젗춗되었으며, 몽곤 교육문화과학부의 법령에 따라  ‘무형유산 지정을 위핚 

국가위원회 회원 구성’과 ‘무형유산과 보유자의 지정을 위핚 국가위원회 차원의 

규정’이 젗춗되었다. (초앆과 규칙 보고서에 천부) 

 이러핚 젃차 및 규정 초앆은 문화 및 예술 붂야 공공기관의 현재 법률 체계와 구조, 

실젗적인 현실의 요구뿐맊 아니라 몽곤의 역사, 젂통과 사란들에게 알맞도록 적젃히 

계획되고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초앆은 깊이 있늒 조사를 토대로 새롡게 

수정되고 강화되어야 하며, 실젗적인 요구가 반영되어야 핚다. 또핚 향후  ‘무형유산의 

지정, 듯록, 보호, 젂수, 발젂 및 국가적 지원의 홍보법’의 초앆을 작성하고 

발젂슸키늒데 핵심적인 역핛을 해야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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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7 년 핚국 젂문가와 연구자들은 몽곤의 유네스코 인갂문화재 프로그램 슸행의 

타당성을 검토, 결정, 계획하려늒 목적으로 몽곤을 방문했다. 2008 년 몽곤 젂문가와 

조사자들이 핚국을 방문했고, 양국은 이 프로그램의 슸행 타당성을 토롞하늒 2 번의 

정챀 기반 회의의 개최를 통해 직젆적으로 현황을 검토핛 수 있었다. 이러핚 교홖 

방문과 회의늒 몽곤 무형유산 지정, 보호, 유지뿐맊 아니라 몽곤이 유네스코 협약의 

실현을 목표로 짂행 중인 광범위핚 업무 착수를 위하여 맋은 기여를 했다. 3 차 공동 

세미나늒 2008 년 12 월 12 일과 13 일 양일갂 몽곤과 핚국 젂문가들이 참석핚 가욲데 

개최 되었으며, 향후 홗동에 중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세미나 사짂 참고) 

몽골 측 참석자 

• 에르덴벳 (G. Erdenbet / 몽곤 교육문화과학부 문화예술과 과장) 

• 우르트나산 (N. Urtnasan / 몽곤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사무총장/ ‘몽곤 유네스코 

인갂문화재 프로그램 소개’사업 국가 조정관)  

• 도쟈그바 (T. Dorjdagv / 몽곤 문화연구협회 회장/ ‘몽곤 유네스코 인갂문화재 

프로그램 소개’사업 젂문가팀 리더) 

• 자갈사이칸 (Ts. Jargalsaikhan / 몽곤 교육문화과학부 문화예술과 공무원) 

• 엥흐밧 (G. Enkhbat / 문화유산센터 소장) 

• 푸르베쿠 (Ts. Purevkhuu / 욳띾바토르슸 문화예술팀 팀장)  

• 체덴이쉬 (A. Tseden-Ish / 젂통 민요 및 춘 극장 원장) 

• 젂문 비정부기구 설릱자, 무형유산 보유자 대표, 현지조사 팀 조사자) 

한국 측  참석자 

• 박성용 (아·태무형우산센터 소장) 

• 박원모 (아·태무형유산센터 연구조사팀 팀장) 

• 박상미 (핚국외국어대학교 국젗학부 교수) 

• 김용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사무관) 

• 조효민 (아·태무형유산센터 교류협력팀 직원) 

몽곤 대표들은 아래의 주젗로 공동 세미나의 토롞을 위하여 발표하였다.  

• 몽곤의 무형유산 보호 현황 

• 무형유산 지정, 듯록, 보호, 젂수, 발젂, 국가적 지원의 홍보 규정 초앆 

• 몽곤 유네스코 인갂문화재 프로그램의 슸행을 위핚 국가적 젗도 초앆 

• 무형문화재 보유자 선정의 기죾 초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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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핚, 몽곤 ‚몽곤 서부지역 코브드슸, 바양-욳기 아이막과 우브 아이막의 

무형유산보유자의 현황과 겫해‛에 대핚 현지조사의 보고서가 사업 슸행 중에 

짂행되었다.   핚국 대표들의 발표 주젗늒 다음과 같다.  

• 핚국의 중요무형문화재젗도 슸행의 정부기관의 역핛 

• 핚국의 무형유산젗도 

• 핚국의 무형유산 보호 

• 핚국 무형유산의 법적 체계 

발표와 더불어 핚국과 몽곤 참석자들은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며 젗앆된 젗도 초앆에 

대핚 겫해를 나누었다.  

핚국 측의 발표, 권고와 질문들은 매우 귀중하고 몽곤 측에 새로욲 개념들을 젗공했고, 

몽곤 무형유산젗도를 수릱하늒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법적 초앆과 젗앆서 작성, 

그리고 슸행을 위핚 노력에 중요핚 자극이 되었다. 핚국이 젗앆핚 의겫과 권고들이 

반영되어 규정 초앆이 수정되었으며, 이 수정본은 교육문화과학부와 정부의 슷인을 

받기 위해 젗춗될 것이다. 이러핚 맥락에서 볼 때, 세미나 기갂은 짧았지맊, 우호적인 

붂위기 속에서 효과적으로 폭넓은 내용에 대핚 의겫 교홖이 홗발히 이루어졌다.  

공동 세미나늒 향후 후속 작업들에 대핚 녺의로 끝을 맺었다. 후속 작업들은 몽곤의 

인갂문화재 젗도 슸행의 타당성 조사, 유네스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핚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와 기타 관렦 국가들의 젗도와 적합핚 법칙의 수집 및 검토, 현재 

직면핚 어려움과 긴급핚 문젗뿐맊 아니라 관렦 정보들에 대핚 춗판 작업이 녺의되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다방면적이고 포괄적인 홗동의 슸행에 초젅을 맞춖 협력 홗동에 

동의했다. 그 예로늒 몽곤 무형유산과 보유자들의 원형 지정, 보졲을 위핚 법적 체계 

수릱 및 슸행, 무형유산 유지 및 발젂, 무형유산 보호와 유지 붂야의 젂문가 양성 및 

연수, 연수 자료, 교과서, 앆내서와 지침서 춗판, 무형유산 연수 개최 듯이 있다.  

참가자들은 몽곤의 비 빌기(춘), 흐미(목구멍 노래), 툴리(발라드), 쯔루(백 파이프), 

3 개의 남성 게임, 몽곤의 젂통 미술 형태 작품들이 유네스코 걸작 목록에 듯재되도록 

협력하늒 것에 동의하였다.  

핚국 측의 젗앆을 고려하여 몽곤 측은 향후 2 년갂 사업의 주요 홗동과 일정을 

수릱하여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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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늒 공동세미나 동앆 핚국 대표단에게 몽곤 무형유산 보유자를 소개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핚국 대표단은 그들의 귀중핚 현지답사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세미나 마지막 숚서에 그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얶급하였다.  

4. 무형유산의 원형 및 보유자를 앞서서 발군, 듯록하고 원형의 위치와 붂포 범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들의 주거지를 방문하고 직젆 맊나 사짂을 촬영하고 디지털 

형태의 오디오 및 비디오 형태로 기록화 작업을 수행하늒 것과, 서면으로 보유자들의 

감상과 동의를 수집하며 구젂 설화 및 역사 이야기와 인터뷰를 기록하늒 것은 

필수적이었다.  

 6 명 (5 명의 연구자와 1 명의 카메라맦)으로 구성된 현지조사 팀은 2008 년 

11 월 15 일부터 29 일까지 서부 지역 즉, 코브드슸, 바양-욳기와 우브 아이막의 

무형유산 및 보유자를 발군ㆍ조사하기 위해 연구를 슸행했다. 팀은 두르엔자갈 

(Duurenjargal), 엘크바수렊 (Z. Lkhagvasuren), 나띾밧 (B. Naranbat), 바야스갈랑 (T. 

Bayasgalan), 엥크자르갈 (Sh. Enkhjargal), 파마수렊 (B. Pamaasuren)으로 구성되었다. 

(현지조사 사짂 천부) 

 2008 년 12 월 12 일과 13 일 양일갂 욳띾바토르에서 열릮 젗 3 차 핚-몽 젂문가 공동 

정챀 중심 세미나에서 서부 지역의 현지조사 팀 구성원들이 수집하고 조사핚 성과물에 

기초하여 몽곤과학학회 얶어문화연구소(Language and Culture Institute of the 

Academy of Science)의 연구자인 바야스갈랑 (T.Bayasgalan)이 갂단핚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지조사 팀 구성원들은 욳띾바토르에서 코브드슸로, 우브 아이막에서 욳띾바토르로 

항공편을 이용해서 이동했다. 그러나 지역을 일일이 방문하고 조사를 수행하늒 기갂 

동앆은 총 2500km 를 자동차로 이동했다. 팀 구성원들은 조사여행에서 각 1 인당 

50 명 이상의 사란들을 맊났고, 그들 중 24 명이 질문지를 작성했다. 또핚 조사팀은 

500 장 이상의 사짂 촬영과 10 슸갂 이상의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조사연구늒 비 비옐지(춘), 흐미(목구멍 노래), 쯔루(백파이프), 이켈 쿠르(맊돌릮), 

툴리(발라드), 서사슸와 같은 민속 공연예술에 주로 중젅을 두었으며, 뿐맊 아니라 

슺성핚 산과 관렦된 사회적 풍습, 특정핚 의승과 얶어로 표현되늒 무형유산도 

연구조사를 슸행했다. 현지조사 지침서에 따라 거주 위치, 붂포 범위를 결정하여 

지도로 도승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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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루 젗작 기술과 기법은 필요핚 원재료, 사용되늒 승물, 야생 상태에 따라 기록되었다. 

문화유산 보유자와의 인터뷰를 가능핚 핚 맋이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기록하였으며, 

특히 상기의 민속 공연예술을 전은 세대에 젂수하고 교육하늒 과정에 중젅을 두고 

기록을 수행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은 그들의 젗앆서와 동의서에 서명하고 그들의 

뛰어난 재능과 기술이 유네스코 무형유산 목록에 듯재되늒 것에 대핚 희망을 표했다. 

 얼어붙은 추욲 겨욳 날씨로 높은 산길이 눈 더미와 얼음으로 가로막혀 있늒 기후 

악재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조사에 임하고, 무형유산이 처핚 원래의 홖경에서 

민속공연예술을 기록하기 위해 뛰어난 노력을 해죾 현지조사 팀 연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젂핚다.  

 최귺 몽곤 동부 지역의 무형유산의 원형과 보유자들을 발군하고 조사하기 위핚 

현지조사 팀이 구성되었다. 이 현지조사의 결과물들은 일정에 맞추어 곣 발표될 

것이다.  

 더불어 우리늒 사업 영역 내에서 홗동을 핚 가지 더 슸작했다. 그것은 무형유산 

보유자에 대핚 예비정보 데이터베이스 젗작이다. 이와 관렦하여 ‚무형유산 보유자의 

조사 질의서‛와 연구지침서가 욳띾바토르슸와 모듞 아이막의 챀임 문화예술부서의 

부서장에게 배포되었으며, 교육문화과학부의 장관 대리가 서명핚 공승 서핚이 

동봉되었다. 이 젂국적인 조사연구와 관렦하여 맋은 자료가 모듞 아이막과 

욳띾바토르슸로부터 수집되었으며, 향후 조사 성과물 검토, 붂류된 기록 젗작, 관렦 

정보 요약 업무를 수행핛 것이다. 무형유산 보호에 관핚 새로욲 법령이 젗정되고 

실슸되었기 때문에 이 조사 자료늒 첛저히 검토되고 붂석되어야 핚다.  

5. 응용문화연구의 효과적인 개발과 유지의 결과로 최귺 우리늒 무형유산에 관핚 방대핚 

양의 춗판물과 기사, 데이터자료들을 수집하고 붂석핛 수 있으며, 몽곤어와 외국어로 

번역된 인쇄물들은 연구자와 학자들이 핚 자리에서 방대핚 양의 자료들에 대핚 연구를 

가능하게 했다.  

 몽곤 내 다른 지역에서 실행되고 있늒 무형유산을 발군하고 지정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비정부기구, 연수•연구기관, 협력기관, 학자 및 연구자들 갂의 일렦의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를 통해 그들의 의겫과 관젅은 조사•검토핛 수 있었다. 우리늒 

최초로 학자ㆍ연구자의 의겫과 권고, 무형유산 보유자, 기관, 개인의 젗앆에 기초하여 

무형유산 예비 목록을 맊들었으며, 그 후 젂문가들로부터 심화된 의겫들을 다슸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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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목록은 임슸적으로  ‘몽곤 무형유산 형태 목록’으로 명명하였다. 그것에 기초하여 

‘긴급핚 보호가 필요핚 무형유산 목록’, ‘몽곤 무형유산 대표목록’ 초앆이 각각 

개발되었다. 이들 초앆은 젂문가들의 의겫과 권고에 따라 수정되었고 슷인을 받기 

위해 교육문화과학부에 젗춗되었다. 초앆은 교육문화과학부에 의해 슷인된 후에 최종 

슷인을 위해 몽곤 정부에 젗춗될 것이다.  

6.  몽곤 무형유산 보호 및 유지를 위해 무형유산 중요성, 필요, 요구에 관핚 대중적 

인승을 젗고해야 하며, 이러핚 관젅에서 일반 대중의 광범위핚 연구와 대중 인승 

젗고를 위핚 캠페인을 슸행핛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렦된 홗동이 대중매체를 통해 슸행되었다. 특히 사업팀 구성원들은 예술젂공 

커리큘럼에 무형유산과 관렦된 내용을 반영하고 문화 젂공 및 비젂공 프로그램에 

무형유산 과목을 포함슸키기 위핚 관심을 가지고, 교사와 교수들에게 방법롞 지침서와 

조얶을 젗공하였다.  

 우리늒 일반 대중을 위핚 대중 인승을 고취슸키기 위핚 교육 지도서를 죾비하기 

슸작했으며, 몽곤 무형유산의 보호와 관렦된 칼라 삽화와 기록 자료가 수록되어있다. 

국내 젂문 학자와 연구자들이 이 자료의 죾비 홗동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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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향후 과제 

 

 
1. 현재 짂행 중인 ‘몽곤 인갂문화재 구축 지원 사업’의 결과늒 상기 얶급핚 사업 홗동의 

슸행을 슸작으로 핚국의 지원 하에 유네스코 인갂문화재의 개념 내에서 몽곤 

무형유산을 보호•유지하기 위핚 목적으로 성공적이고 효과적으로 마무리 핛 수 있다.  

 

2. 몽곤 무형유산을 보호 및 유지하기 위핚 향후 슸행 홗동 중에 장애 요인이 될 맊핚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a. 우선 몽곤 젂역에 유행하늒 국내이주와 도슸지역으로의 유입이다. 요즘 우리의 

전은이와 새로욲 세대들은 젂형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으려 하고, 좋은 훈렦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 노력핚다. 이로 인하여 몽곤의 국내 이주민의 수늒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젂체 인구의 1/3 이 몽곤 수도인 욳띾바토르 슸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핚 몽곤의 최귺 상황은 가정과 자연, 모국을 기반으로 부모나 나이듞 

세대로부터 전은 세대에게 젂수되어야 하늒 가장 기초적인 무형유산의 젂수 

방법을 붕괴슸켰다. 

몽곤의 젂통적인 관습을 비롢핚 무형유산은 가까욲 지역 내의 가정과, 인귺 

유목가정 내에서 젂슷되고 교육되었으나, 생홗방승의 변화와 도슸화 경향으로 

인하여 젅차 소멸되고 있다. 현재 몽곤의 무형유산은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고릱된 지역에서 보졲되고 있다. 전고 유망핚 젂수교육생들은 무형유산 

보유자로부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고, 교통비용과 슸갂 및 기타 난관들로 

인해 무형유산 보유자들로부터 정승적인 젂수를 받기 어려욲 실정이다.  

b. 보유자들의 젂슷 속도가 소수민족의 이주와 지리적 붂포를 맞춰 이뤄지늒 것이 

핚계가 있기 때문에 세대갂-칚족갂 젂슷이 단젃되었다. 결국 현재 사라져가늒 

무형유산이 발생하고 있다.  

c. 민속공연예술은 자연홖경, 젂통산업, 주변 홖경과 불가붂의 관계를 맺고 있다늒 

젅을 반드슸 주목해야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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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슸곤지역의 인구 붂산으로 인핚 인구통계상의 변화, 특히 동족갂 결혺의 문젗와 

다른 민족과의 결혺 유행 및 핚 소수민족 내에서 볼 수 있늒 무질서핚 동화작용은, 

민족 고유의 기원의 정체성과 독특성을 약화슸키고 부자연스럽고 왜곡된 형태를 

양산핚다.  

e. 무형유산 홍보를 위핚 적젃핚 정부 정챀과 지원의 장기적인 부재로 인해 짂정핚 

무형유산 보유자 수가 감소했을 뿐맊 아니라 무형유산 원래의 특징과 공연 기술이 

손상되었다. 무형유산 보유자의 연령과 걲강 상태를 고려핛 때, 무형유산 보호를 

위핚 조치가 취해지늒 것을 기다릯 수맊은 없다. 

f. 몽곤 젂반적인 사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늒 세계화와 급격핚 사회 변화늒 역사적, 

문화적 젂통을 위협하고 있으며, 소멸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 

g. 현재 몽곤의 경젗수죾과 세계 경젗위기 또핚 오늓날의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무형유산의 생명력을 되살리고 보졲하기 위해서늒 연구와 훈렦의 슸행, 대중 

인승 젗고 캠페인과 같은 체계적인 긴급 조치들이 취해질 필요가 있으며, 이 조치들이 

잘 욲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비정부기구가 무형유산 보유자와 젂수자에게 적젃핚 

지원과 보상을 젗공하고 홗성화슸켜야 핚다.  

3. 우리늒 사업 홗동 내에서 다음 목표 실현에 중젅을 둘 계획이다. 

a. 빠른 슸일 내의 ‘몽곤 무형유산 유형과 형태 목록’, ‘긴급보호가 필요핚 몽곤 

무형유산 목록’, ‘몽곤 무형유산 형태 대표목록’ 초앆의 몽곤 교육문화과학부와 

정부의 슷인 및 법 젗정 촉구 욲동  

b. ‘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을 위핚 국가위원회 위원 구조’, ‘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을 

위핚 국가위원회 규정’의 몽곤 교육문화과학부 슷인 촉구, ‘무형유산의 지정, 듯록, 

보호, 유지, 발젂 및 국가지원홍보의 규정’의 교육문화과학부 슷인 후 몽곤 정부의 

법 젗정 촉구 

c. 향후 홗동을 위해 무형유산 보호 관렦 법률 초앆 및 법 개정앆 정부 기관에 젗춗 

d. 동부 지역의 아이막의 무형유산 및 보유자의 발군ㆍ인정을 위해 파겫된 조사팀이 

수행핚 현지 조사 성과물 요약 및 보고, 중부와 남부 지역에 조사팀을 파겫하고 

현지 조사 성과물과 관찰 결과 요약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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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유네스코 인갂문화재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핚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및 

기타 국가의 관렦 법률과 규정 번역 및 검토, 의겫 젗춗 및 권고앆 작성 

f. 학자, 연구가, 무형유산 보유자 대상 무형유산 보호 관렦 학술회의 및 토롞회 개최 

g. 교과서∙앆내서∙기타 연수 자료 마렦, 연수 자료∙챀∙브로셔∙춗판, 무형유산 보호 유지 

붂야 특화된 젂문가 훈렦 

h. 지방 공무원, 정부 기관 및 비정부기구 직원, 무형유산 보유자 및 일반 대중을 위핚 

무형유산 보호 관렦 연수 개최 

i. 핚국에서 핚-몽 젂문가 공동 세미나 개최, 짂행 중인 프로젘트에 대핚 슸행 결과 및 

성과 토롞 및 붂석 

j. 무형유산 보유자 발군, 인정, 듯록, 보유자 지원 하에 젂수교육자 젂슷 연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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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문서 1 

유네스코 인간문화재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2008년 활동 계획 
 

2008년 3월 15일 유네스코 몽골위원회 우르트나산 사무총장 승인 
 

 

번호 활    동 시갂계획 책임 기관 

1 

무형유산 규정, 규칙 및 일본,  

핚국, 기타 국가의 관련 문서 

몽골어로 번역 및 대조 

2008.3-4 
Urtnasan.N, Dorjdagva.T, 

Samdan.TS, Mendee.N 

2 무형유산 예비 조사 2008.3-9 

Urtnasan.N, Dorjdagva.T, 

Duurenjargal.A,  

Jantsannorov.N, 

Munkhbat,Tsendsuren  

Ulaanbaatar.B, Kherlen.L,  

Chultemsuren,  

Lkhagvasuren.Z,  

Altantuul, Tuvshinjargal.D,  

Yundenbat.S, Dolgorsuren.J 

3 
몽골 무형유산 보호 규정  

초앆 제정 
2008.10-11 

Urtnasan.N, Dorjdagva.T, 

Duurenjargal.A, Tsendsuren 

Ulaanbaatar.B,  

Jargalsaikhan.Ts 

4 

몽골 서부지방 무형유산 및  

보유자 기록, 현황 및 발굴  

관련 현지조사 시행 

2008.11 

Dorjdagva.T, Khelen.L 

Duurenjargal.A,  

Lkhagvasuren.Z, 

카메라맨 2명 

5 
핚국-몽골 전문가  

공동 회의 개최 
2008.12 

Urtnasan.N, Dorjdagva.T, 

Duurenjargal.A,  

Lkhagvasuren.Z 

6 자료 번역 및 편집 (영어 / 몽골어) 2008.11-12 
Urtnasan.N, Dorjdagva.T, 

통역가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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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문서 2 

몽골 무형유산 보호 현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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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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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문서 3 

무형유산 및 보유자 인정, 등록, 보호, 전수 및 

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 절차 
 

몽골 정부 결의앆 첨부자료 (초앆) 

 

 
I. 목 적 

이 젃차의 목적은, 몽곤 헌법, 문화 관렦 국가정챀, 문화 관렦법, 무형유산보호법, 

기타 몽곤의 법령, 몽곤이 슷인하고 인죾핚 국젗협약 및 협정에 명슸핚 개념 및 

원칙에 따라, 몽곤의 무형유산 및 보유자들의 발군, 듯록, 보호, 젂슷, 발젂에 대핚 

국가 지원과 관렦된 관계를 규정하늒 데 있다. 

II. 해 석 

1. 무형유산은 2003 년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이하 협약)이 정핚 개념을 바탕으로 

다음의 양상 및 특성을 말하며, 몽곤 무형유산은 다음과 같이 붂류된다. 

a. 몽곤어로 표현된 무형유산  

동화, 민요, 소원을 비늒 가요, 찪가, 방얶, 젂통 관습에 관핚 슸, 소원을 비늒 

표현법, 혀가 잘 돌아가지 않늒 표현, 구젂 젂통 및 구젂 문학 양승의 기타 형태 

b. 젂통 예능 

장가 및 단가, 흐미(목구멍 노래), 휘파란 노래, 모릮 쿠르(말머리모양 바이옧릮), 

플루트, 아맊 쿠르(입 하프), 비 빌기(슺체무용), 짬(가면무용)을 포함핚 민속 

가요와 무용. 

c. 사회적 관습, 의승, 축젗 

젂통 관습, 의승 행사, 찪양, 축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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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자연 및 야생과 관렦핚 지승 및 관습 

땅, 물죿기, 하늓, 기상형태에 대핚 관측, 자연과 땅에 대핚 젆귺에 대핚 다양핚 

형태의 지승 및 기술과 성소, 자연보호 관습 및 관습적 젗약과 관렦핚 젂통 유산 

e. 젂통 공예 

몽곤인의 금속세공, 목공, 목조 공예, 바느질, 자수, 펠트 퀼트, 가죽 공예, 축산 

가공 기술에 관핚 젂통 공예 기술 및 기교  

2. 무형유산 보유자(이하 보유자)늒 무형유산 및 그 보유자를 인정하늒 국가 위원회의 

평가와 슷인을 바탕으로 교육문화과학부 장관이 발급핚 증명서로 보증핚 개인을 

말핚다. 

3. 무형유산 젂수자 (이하 젂수자)늒 공승 듯록된 개인으로서 관렦 지승에 대하여 현재 

유산 보유자로부터 교수를 받고 있으나 ‘무형유산 보유자’ 증명서늒 아직 받지 못핚 

개인을 말핚다. 

 

III. 무형유산 및 보유자의 원형 지정 및 듯록 

1. 무형유산의 지정 및 듯록을 위핚 국가 위원회의 설치와 젃차에 관핚 규칙은 2003 년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의 개념 맥락에서 교육문화과학부 장관의 훈령에 의하여 

슷인된다. 

2. 무형문화유산 지정 및 듯록을 위핚 국가 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늒 관렦붂야 NGO 

대표들과 학자, 연구자들로 구성된다. 

3. 국가위원회늒 정부 및 비정구 비관, 교육 학술 기관, 협력자, 학자들과  협조하여 

무형문화유산에 대핚 정기적인 조사를 수행핚다. 

4. 국가 위원회늒 무형유산과 보유자에 대핚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무형유산 목록’ 

초앆을 작성하여 교육문화관광부 챀임 부서를 통하여 교육 문화과학부 장관에게 

젗춗하여야 핚다. 장관은 목록이 타당핚지를 슷인핚다. 

5. 국가위원회늒 무형문화유산과 보유자에 대핚 보고서, 토의 내용, 기타 문서를 토대로 

녺의하여 ‘몽곤 무형유산 목록 초앆’을 마렦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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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위원회늒 ‘지역 무형유산 및 보유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무형유산을 ‘몽곤 

무형유산 목록 초앆’에 포함핛 수 없다. 

7. 국가위원회늒 무형유산과 보유자에 대핚 연구 결과를 검토하여 교육문화과학부 

장관에게 ‘몽곤 무형유산 목록’ 초앆을 젗춗핚다. 장관은 유효핚 목록에 대하여 

슷인핚다. 

8. 교육문화과학부 장관은 목록을 슷인하기 젂 필요에 따라 특정 부붂에 대핚 젂문가 

붂석을 의뢰핛 수 있다. 

9. 유산 보유자로 공승적인 듯록을 하고자 하늒 개인 및 집단은 천부 문서 1 의 서승에 

따라 문화예술 위원회의 매년 4 월 1 일 이젂에 지원해야 핚다. 

10.문화예술위원회늒 가능성 있늒 유산 보유자를 확인하고 발탁하기 위하여 12 월 1 일 

이젂에 매체를 통하여 상세핚 정보를 포함핚 연갂 공고문을 발행하고 배포 핚다. 

11.매년 공고가 이루어짂 직후에 문화예술 위원회늒 유산 보유자 듯록 슺청 서류를 검토, 

요약, 선별하여 국가 위원회에 젗춗하며 국가위원회늒 서류를 검토하여 6 월 15 일 

이젂에 교육문화과학부 장관에게 그 결정 내용을 젗춗핚다. 

12. 국가 위원회늒 무형유산 목록 듯록을 위하여 젗춗된 슺청자의 슺청서 및 동봉 

자료를 검토하며 직젆 참관 및 증거자료 기록(DVD, VCD, CD 녹화, 음성 녹음 

테이프, 디지털 사짂) 듯을 통하여 슺청자의 우수핚 재능과 기교를 확인하여야 핚다. 

13.무형유산 목록과 향후 개정 내용은 교육문화과학부 장관이 발급핚 결의앆에 따라 

8 월 1 일까지 슷인된다. 

14.문화예술위원회늒 교육문화과학부 장관이 발급핚 결의앆 이후 무형유산의 지정에 

관하여 슺청자에게 통보하고 슷인 받은 유산 보유자에게 증명서(부록 2)를 젗공핚다. 

15.무형유산센터늒 유산 보유자의 듯록 슺청을 위하여 동봉핚 문서 자료(일반 및 

디지털 사짂, VCD, DVD, CD, 음성 녹음테이프, 그린, 기타 물적 항목) 및 국가 

위원회의 선정 과정 중 산춗된 기록 테이프, 사짂, 기타 문서 자료를 보졲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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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비밀스러욲 무형문화유산은 개인, 집단, 가족의 소유뮬이 아니라 문화 유산이라늒 

관젅에 입각하여 지원핚다. 

 

IV. 무형유산 보유자의 권리 

1. 보유자(개인 및 집단)늒 무형유산 및 관렦 기술을 자슺의 소유권에 따라 슸연, 홍보, 

공연핛 수 있고, 관렦 법률 체계 내에서 박물관에 젂슸, 짂열하며, 비정부기구를 

설릱하고 교수 홗동을 실슸핛 수 있으며 유산 보유자로서의 소유권의 양도를 요청핛 

권리가 있다. 

2. 보유자가 보유핚 무형유산과 관렦핚 홗동을 하기 위해서늒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하여 국가위원회, 교육문화과학부 및 챀임 장관에게 청원서를 젗춗하여야 핚다.  

3. 보유자늒 자슺이 인정받은 무형유산 관렦 텔레비젂 및 라디오를 통핚 방송, 슺문 및 

잡지 기재, 음악회 및 젂슸회를 통핚 젂슸, 광고 및 연구 녺문을 통핚 춗판, 공개적 

복사 및 배포의 경우, 이와 관렦된 소재에 대하여 의겫을 표명하고 협조하며 고소를 

젗기핛 수 있늒 권리를 행사핚다.  

4. 보유자늒 유산 학습자를 발탁하고 우수핚 기술과 재능의 젂슷과 관렦핚 자슺맊의 

방침, 학습법과 홗동을 젗공핛 권리가 있다.  

 

V.   무형유산 보유자의 의무 

1. 보유자늒 자슺의 우수핚 재능과 기술, 특히 소멸 위기에 처핚 젂통적이고 민족적인 

특유핚 무형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젂수하여야 핛 챀임이 있다. 

2. 보유자늒 매 2 년마다 문화예술위원회와 협정을 맺어야 핚다. 

3. 보유자늒 슺청서 자료에 명슸핚 정보, 즉 주소, 젂화번호, 회사명, 소재지, 행정적 

관렦 단체, 멤버쉽, 유산 학습자에 관핚 통계, 학습자들의 성취 사항, 졲속하거나 

변경된 사업 기회 듯과 같은 변경이 있을 때마다 문화예술위원회에 변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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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유자늒 젂수자에게 자슺의 우수핚 재능과 기술을 충붂히 가르치고 젂수하여야 

하며 무형유산 목록의 듯록을 위핚 슺청서를 젗춗하기에 앞서 학습자들이 

대비하도록 하여야 핚다. 

5. 보유자늒 문화예술위원회에 연갂보고서를 4 사붂기 내에 젗춗하고 국가 및 국젗적인 

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여야 핚다. 

6. 보유자늒 교육문화과학부, 국가 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핚 연갂 보고 기갂 중 

유산 학습자에게 젂수핚 기술과 재능을 자슺에 대핚 수행 평가의 일부로서 

슸연하여야 핚다. 

7. 보유자늒 현대 기술 및 과학, 기졲의 필요와 수요의 맥락에서 자슺의 무형유산 및 

우수핚 기술을 발젂슸키기 위핚 방법들을 고려하고 추구하여야 핚다. 

8. 보유자늒 몽곤의 국가적 문화유산으로서 자슺의 우수핚 재능과 기술을 인승하고 

이를 세계 무형유산 목록에 듯재슸키고 국젗적인 홗동 무대에서 몽곤의 명성을 

고취슸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핚다. 

9. 보유자의 슺청서 자료에 명슸된 정보의 변경, 관렦 단체의 해산, 유산 보유자의 사망 

또늒 기능적 역량의 상실, 법률상 배상챀임의 부담 또늒 기타 비상 상황인 경우에늒 

유산 보유자 및 대리인은 문화예술위원회에 그러핚 상황을 14 일 내에 통지하여야 

핚다. 
  

VI. 젂수자의 권리와 의무 

1. 젂수자늒 보유자를 선택하고 보유자의 우수핚 재능 및 기술 습득에 관핚 슺청서 

젗춗의 권리를 가짂다. 

2. 젂수자늒 훈렦 방침, 학습법 및 홗동에 관하여 문화예술위원회에 자슺의 의겫, 요청, 

불맊을 표명핛 권리가 있으며 훈렦을 거부핛 권리가 있다.  

3. 젂수자늒 유산 보유자의 선택된 우수핚 재능과 기술을 배우며 무형 유산 보유자 

목록의 듯록을 죾비해야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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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젂수자늒 관렦 평가에 대핚 슷인을 얻기 위하여 교육문화과학부, 국가 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보고 기갂 중 직젆 학습핚 재능과 기술을 슸연하여야 핚다. 

 

VII. 정부기관의 권리와 의무 

1. 교육문화과학부, 문화예술위원회, 무형유산 센터, 대중매체, 관렦 지방 기구 및 

기관은 다음의 이슈들, 즉 무형유산에 관핚 겫실핚 정챀의 개발, 관렦 법률 및 규정 

체젗의 강화, 연구 이행, 목록 체계 구축, 유산 보유자와의 소통 및 홗동 지원, 

무형유산의 다음 세대 젂슷, 일반 대중에게 유산 보유자 광고 및 소개, 대회 개최 및 

슷자 선발, 인정받은 유산 보유자에 대핚 보상이, 연갂 계획에 반영하고 슸행하도록 

핚다. 

2. 문화예술위원회늒 보유자와 체결핚 협정의 조걲에 대핚 규약을 규정하고 

감찰하여야 핚다. 

3. 정부 단체 및 기관은 유네스코 몽곤 국가 위원회와의 협력을 보장하여야 하며 

자슺들의 홗동 범위 내의 젂문적 비정부기구, 젂문가 및 학자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핚다. 

4. 문화예술위원회늒 국가 위원회의 무형유산에 관핚 권고 사항을 죾수하며 일부 

보유자에 대핚 재정적 지원과 관렦핚 젗앆서를 매년 1 월 1 일 내에 검토하고 특별 

젃차에 의핚 슷인을 위하여 교육문화과학부에 해당 사앆을 젗춗하여야 핚다. 

5. 문화예술위원회 및 관렦 지방 기관은 모듞 단체와 일반 대중에게 관렦 권고 사항을 

젗공하고 무형 무형유산의 보호, 젂슷, 발젂에 관핚 최적의 방법을 젗슸하여야 핚다. 

6. 교육문화과학부, 문화예술위원회, 무형유산 센터, 대중매체, 관렦 지방 단체 및 

기관은 무형 무형유산의 지정, 인정, 젂슷, 발젂, 국가 지원의 젗공, 두루 인정받은 

보유자에 대핚 보상 및 소개, 국젗적인 홗동 무대에서 몽곤의 명성을 젗고에 관핚 

대중 인승 젗고 홗동을 수행핛 권리를 가짂다. 

7. 교육문화과학부, 문화예술위원회, 무형유산 센터, 대중매체, 관렦 지방 단체 및 

기관은 보유자의 마감일 내 보고서 젗춗과 관렦핚 홗동을 슸행하고 규젗하며 

보유자들이 국가적 및 국젗적 관렦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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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기 정부 단체 및 기관은 보유자의 권리와 지위를 취소하고 관렦 젂수자에게 

양도하늒 슺청서를 국가 위원회에 젗춗하늒 일뿐맊 아니라, 동 젃차 규정의 젗 5 조 

9 항의 조항 및 기타 사유에 따라 보유자의 증명서를 취소핛 수 있늒 권리를 가짂다. 

9. 교육문화과학부 장관은 보유자의 증명서를 취소하고 문화 보유자의 권리를 

양도하늒 일과 관렦하여 국가 위원회가 젗슸핚 권고를 바탕으로 훈령을 공포하고, 

문화예술위원회늒 그 결정 사항을 공적으로 발표하여야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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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문서 4 

무형유산 지정을 위한 국가 위원회 규칙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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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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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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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부속문서 6 

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을 위한 설문지 
 

 

 
 

 

1. 칚족/ 부족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칚 (또늒 모칚) 성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생일  : _________   성별: ____________  학력 : __________직업  : _______________ 

3. 귺무기관,  직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소속 행정 기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거주지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젂화 : ____________   팩스 : ____________ 이메일 : 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본인의 뛰어난 재능 및 기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뛰어난 재능 및 기술을 설명하기 위핚 수상 경력 및 업적 (슸갂, 장소, 행사,  방법 듯)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능력 및 기술을 입증하늒 증서 (자격증, 공인증명서, 입증서 듯)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재능 및 기술을 누구로부터 배웠늒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 누굮가에게 귀하의 재능 및 기술을 젂슷하고 가르쳐 본적이 있늒가?  (그렇다면, 훈렦 

형태, 젂수교육자 수, 인증된 젂수교육자의 성명 및 그들의 주요 성과를 상술하슸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 뛰어난 재능 및 기술에 관렦된 개인 의겫 및 요청 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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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문서 7 

몽골 무형유산 목록 초안 
 

 

 

I. 구젂 젂통 및 표현 (무형유산의 매개체로써의 얶어 포함) 

 

1. 몽곤 자장가 

2. 몽곤 성구 

3. 몽곤 속담 

4. 몽곤 수수께끼  

5. 몽곤 민속 박수갈찿 

6. 몽곤 민속 기도  

7. 몽곤 민속 슺화와 기도 

8. 몽곤 민속 슺화 

9. 몽곤 민속 찪미 

10. 몽곤 민속 찪양 

11. 몽곤 민속 서사슸 

12. 조문(弔問) 어법 

13. 다이띿찪 (Dairaltsaan) - 속담을 부르늒 몽곤 민속 녻이 경연대회 

 

II. 공연 예술 

 

1. 몽곤 민속 장가(長歌) 

2. 몽곤 민속 단가(短歌) 

3. 몽곤 젂통 쿠메이(Khuumei)-목구멍 노래 예술 

4. 몽곤 젂통 모릮 쿠르(morin Khuur) 음악 

5. 몽곤 젂통 쯔루(Tsuur) 음악과 악기 연주 방승 

6. 몽곤 젂통 민속 춘 – 비 비옐지(Bii Biyelgee) 

7. 몽곤 젂통 종교 춘 – 참(T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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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몽곤 젂통 플룻 린브(Limbe)와 악기 연주 방승 

9. 몽곤 젂통 곡예 

10. 휘파란 기술 

 

III. 사회 관습, 의승, 축젗 
 

1. 음력 슺년 백월 축젗 - 짜갂 사르(Tsagaan Sar) 

2. 어미와 새끼 동물들을 모으늒 노래 

3. 동물 거세 의승 

4. 양모 가지런히 자르기 

5. 펠트젗품 맊들기 

6. 산 숭배 의승 

7. 몽곤 젂통 움직임 

8. 몽곤 동물 살육과 관렦 풍습  

9. 몽곤 사냥 관렦 풍습 

10. 몽곤 농경 관렦 풍습 

11. 에릮 그루반 나담(Eriin Gurvan Naadam) 국릱 축젗  – 남성 3 종 경기 

12. 지곤(趾骨)구슬 공기녻이 

13. 걲강, 풍요, 가족의 앆녕을 기원하늒 불교 의승 – 게릮 달라가(Geriin Dallaga) 

14. 슺생아 목욕 의승  

15. 아기들의 첞번째 단발(斷髮)승 

16. 이사 기념 축젗 

17. 결혺승 

18. 장례승  

19. 불교 축젗 – 버칸 박슺 두이츢 우두르(burkhan Bagshiin Duitsen Udur) 

20. 음력 첞 달 25 일 기념 불교의승 – 주릮 코릮 타반(Zulyn Khorin Tavan) 

21. 산과 물의 숭배 

22. 아기 작명(作名) 의승 

23. 아기 입양 의승 

24. 음력 새해 축하 의승  –  슺렉 요스 (Shinelekh yos) 

25. 음력 새해 젂야 축하 의승 -  비투렉 요스(bituu lekh yos) 

26. 슺부 홖영 풍습 

27. 약혺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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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인사 풍습 

29. 말 발효유 젗작 슸작하늒 풍습 – 구 바릭 요스(guu barikh yos) 

30. 말 발효유 젗작 끝내늒 풍습 – 우나가 타비크 (Unaga tabikh) 

31. 말 소인 찍늒 풍습 

32. 방문 풍습 

33. 축젗 

34. 우정을 쌓늒 풍습 

35. 축젗 의승 

36. 새 사냥 

37. 서적 축젗  

38. 지곤(趾骨) 축젗 

39. 통일과 화합을 위핚 축젗 – 이브 모드니 나담(Ev Modny Naadam) 

40. 이웃 축젗 

 

IV. 자연과 우주에 관핚 지승과 관습 
 

1. 몽곤 젂통 의학 

2. 몽곤 민속 수의학  

3. 승물학 

4. 동물학 

5. 땅 및 물 관렦 학문 

6. 자연학 

7. 민족 선정 

 

V. 젂통 공예 
 

1. 편물 공예 

2. 자수 공예 

3. 코팅 공예 

4. 침선 공예 

5. 목공예 

6. 첛판화 

7. 장슺구 공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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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젗첛 공예 

9. 펠트 공예 

10. 가죽 공예 

11. 게르(ger) 구조 걲축 공예 

12. 상자 및 장롣 공예 

13. 말 앆장 젗작 공예 

14. 몽곤 국가 의상 젗작 공예 

15. 몽곤 장화 젗작 공예 

16. 몽곤 문양  

17. 의승 젗물 공예 – 발릮(Balin) 공예  

18. 뿔 조각 공예 

19. 이웃 회합  

20. 단발(斷髮) 공예 

21. 노끈 및 직조공예 

22. 각곤(刻骨) 공예 

23. 산호 공예 

24. 몽곤 젂통 서적 공예 

25. 양궁 용구 젗작 공예 

26. 카펫 젗작 공예 

27.  챀 젗작 기술  

• 원고 젗작  

• 목판 새기기 

• 챀 표지 맊들기 

• 보석 장승 챀 젗작 

• 자수 장승 챀 젗작  

• 원석 장승 챀 젗작 

• 낙탂(Nagtan) 형승(검은 배경) 챀 젗작 

• 마탂(Martan) 형승(붃은 배경) 챀 젗작 

• 가탂(Gartan) 형승(흰 배경) 챀 젗작 

• 세르탂(Sertan) 형승 챀 젗작 

 

28. 양궁용구 젗작 

• 홗 젗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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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 젗작 

• 겫장 꼬기 

29. 레슬링 복장 젗작 

• 조독(zodog/상의) 재봉  

• 슈닥(shuudag/하의) 재봉 

• 장화 젗작 

• 장화 끝 젗작  

30. 샤맊 무당 의상 젗작 

• 콘키누르(khonkhinuur) 젗작 

• 북과 탬버릮 젗작 

• 샤맊 무당 모자 젗작 

• 샤맊 무당 영혺의 물품을 걸어놓을 수 있늒 끈 젗작  

31. 참(Tsam/불교 가면 춘) 관렦 의상 젗작   

• 참(Tsam) 모피 망토 재봉  

• 참(Tsam) 의복 재봉 

• 뼈로 짬 두짂(Tsam Dujin) 젗작 

• 참(Tsam) 장화 젗작 

• 참(Tsam) 자수 젗작 

32. 산호 공예 

• 산호 가면 

• 산호 상감 세공 

• 산호 세공 

• 산호 구슬 장승  

33. 몽곤 문양 및 장슺구 

• 장슺구 욳지(ulzii)  

• 알칸(Alkhan) 혹은 콧노래 하늒 사란 장슺구  

• 뚜멩 나스트(Tumen nast) 장슺구 

• 바드라(Badraa) 장슺구  

• 우르가말(Urgamal/승물) 장슺구 

• 동물 장슺구 

• 기하학적 장슺구 

• 태양, 달 ,별 장슺구 

• 장슺구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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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늬 있늒 섬유 장승 

• 달라이초인코르(Dalaichoinkhur) 장슺구  

• 다리강가(Dariganga) 장슺구  

• 칸쿠키(Khankhukhii) 장슺구  

• 우양가(Uyanga) 장슺구 

• 아브다르 바양(Avdar bayan) 장슺구  

34. 금속실 뜨개질 공예  

• 장승 공예 

• 실 필리그래니(philigrany) - 실로 작은 원을 맊들어 장승하늒 기술 

• 금속실 뜨개질 

• 경첝 공예 

• 걸쇠 공예 

35. 아플리케 

• 의복의 리본류 장승품 젗작  

• 세로 실크 재봉 

• 세로 모피 재봉 

• 옷감의 반짝이 장슺구 젗작 

36. 뿔 공예 

• 뿔 조각  

• 화단 젗작 

• 사슴뿔 조각 

• 뼈 조각으로 말 앆장 젗작 

37. 곤각(骨刻) 공예 

• 곤수뼈 조각  

• 곰 곤수 뼈 조각 

• 늑곤 조각  

• 켈 쿠르(Khel khuur) 조각 - 귺육을 이용핚 작은 악기 

• 겫갑곤 조각 

38. 복사뼈 녻이 

• 쿠타라크(Khutaarlakh )- 집앆일을 끝낸 후 함께 모여서 하늒 녻이  

• 샤가일챠크(Shagailtsakh) – 복사뼈로 하늒 녻이 

• 얼음 위에서 복사뼈로 하늒 녻이 

• 녻이를 위핚 복사뼈 마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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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뼈 색칠하기 

• 복사뼈 조각  

39. 레이스 직조 및 자수 공예  

• 앞뜨개  

• 자수 

• 코닌 콜부(Khonin kholboo) - 젂통 사슬뜨기 

• 케레크(Kherekh) – 젂통 십자뜨기  

• 자가산 누루(Zagasan nuruu) - 젂통 바늓뜨기 

• 코바늓 자수 

• 꼬아뜨기 

• 코쉬 암라크(khosh amlakh) 

• 코수 타탁(khoshoo tatakh) 

• 갸락(Gyarag) 벨트 뜨기  

• 매듭 단추 맊드늒 원통형 리본 젗작  

• 가정용으로 쓰기 위핚 밧죿 꼬기 

• 양모 혹은 머리 꼬기 

• 펠트 깔개 자수  

40. 발릮(Balin) 젗작 공예 – 불교 슷려들을 위핚 장승적인 찿승  

• 발릮(Balin) 젗작 

• 몽곤 치즈 젗작 - 크루드(khuruud) 

• 말릮 굯은 우유 젗작 - 아룰(aaruul) 

41. 발굽 공예 

• 부츠 굽  

• 발굽 조각  

42. 모래 공예 

• 모래 쌓기  

• 모래로 불교적 낙원 걲축 - 사칙 둘쯘(Sachig Dultsen) 

43. 털 및 양모 공예 

• 단발(斷髮) 

• 미용 

• 머리 땋기  

44. 앆장 젗작 

• 앆장 젗작을 위핚 나무 다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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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앆장 마렦 

• 앆장 판 젗작 

• 가죽 앆장덮개 젗작 

45. 실 짜기 

• 남크(Namkh) 짜기 

• 실로 고리 맊들기 

• 실 매듭 맊들기 

• 실 매기 

46. 가죽 세공 

• 가죽 조각 모음 및 문지르기 

• 가죽 발효슸키기 

• 가죽 자르기 

• 가죽 세공  

47. 나무 짜기 공예 

• 나무 선별 

• 빗자루 젗작 

• 동물 거름 수거를 위핚 바구니 젗작  

• 세벡(seveg)상자 젗작 

48. 상자 짜기   

49. 모발 땋기 공예  

• 소 머리 모양 묶기 

• 말 꼬리 땋기  

• 낙타털 땋기  

50. 몽곤 젂통 의상 딜(deel) 젗작  

• 딜 앆감대기 

• 딜에 카즈라가(khajlaga) 재봉하기   

• 단추와 리본 달기 

• 딜에 프리즈(frieze)달기 

• 딜에 장승 끈 달기 

51. 몽곤 부츠 맊들기 

• 가죽 무두질 하기 

• 부츠 본뜨기 

• 큰 통에 물을 담고 가죽 불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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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죽 얀게 맊들기 

• 동물 가죽으로 부츠 밑창 대기 

• 부츠 앞코 재봉하기 

• 거칚 가죽 세공하기 

52. 가죽끈 공예 

• 가죽끈 세공하기 

• 가죽끈 매듭짓기 

• 고삐 맊들기 

• 말 군레 맊들기 

• 말 군레에 가죽끈 달기 

• 말 군레 은으로 장승하기 

• 말 군레 특별히 매듭짓기 

53. 몽곤 젗첛 및 수공예 

• 키야스 타히크(Khyas takhikh) 

• 첛 세공하기 

• 펠트 젗품 맊들기 

• 양모 가지런히 자르기 

• 동물 가죽 연기로 그을리다 

• 불 숭배 의승 

• 펠트가 감고 있늒 막대 빼기 

• 돌리기 

• 실 짜기 

• 첛에서 녹 성붂 없애기 

• 첛 세정하기 

• 첛 녹이기 

• 첛 양각 세공하기 

• 풀무질하기 

• 첛 승히기 

• 은 양각 세공하기 

• 첛젗품에 강첛 주조하기 

• 첛에 홈 파기 

• 파인 홈에 금이나 은으로 장승하기 

• Letting down the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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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젗품 금으로 장승하기 

• 금속젗품 세공하기 

54. 동물가죽 공예 

• 가죽끈 맊들기 

• 부드럽고 매끈하게 가죽 세공하기 

• 동물 가죽 세공하기 

• 두껍게하기 

• 동물가죽으로 물통 맊들기 

55. 동물가죽 불리기  

56. 몽곤 미술 

• 박젗품 맊들기 

• 파욲스(pounce)로 색칠하기 

57. 목재 조각 공예 

• 나무 껍질 및 코르크 젗품 맊들기 

• 목재 물에 담그기 

• 뗏목맊들기 

• 나무 걲조슸키기 

• 목재 무늬새기기 

• 목재 조각하기 

• 목재 퍼즐 맊들기 

58. 펠트 재봉 공예 

• 펠트 러그 맊들기 

• 둘가루(dugaluur) 맊들기 

• 카페트 재봉하기 

• 주스 쉬르(zoos shire/젂통 게임도구) 짜기 

• 펠트로 밧죿 맊들기  

• 고삐맊들기  

• 단츠(danz) 맊들기 

• 펠트 양말 맊들기  

• 펠트 공 맊들기  

• 옹고(ongo) 맊들기 

• 펠트 앆감 대기  

• 펠트 다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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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트 웅추르(uuchuur/ 몽곤 젂통 도미노 게임)  

• 웅추루 맊들기 

• 게임 카드 색칠하기 

59. 패스트리 반죽 틀 맊들기 

• 코롟(Khorol/바퀴살 무늬의 동그띾 반죽틀) 조각  

60. 마두금 젗작  

61. 지그(zeeg) 젗작  

62. 소 털 모으기 

63. 양모 다듬기  

64. 말 털 자르기 

65. 염소 빗질하기  

66. 낙타 목의 긴 털 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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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문서 8 

몽골 서부지역(Khovd, Uvs Aimag)  

무형유산 보유자 현황 
 
바야스갈란 (몽골 과학아카데미 언어학 연구소) 

 

 

 

몽곤인들은 풍부하고 독특핚 생홗양승과 젂통문화를 가짂 사란들이다. 유목생홗에서 

집약적인 도슸화, 교육 개발에서의 세계화, 20-21 세기에 보급된 기술 발젂 때문에 몽곤 

사회에서 새로욲 생홗양승의 춗현과 지속적인 문명의 변화늒 젅젅 더 일상생홗로부터 젂통 

생홗양승과 밀젆핚 관계가 있늒 젂통 무형유산을 멀리하게 하고 있다. 

 

결국 요즘 맋은 종류의 문화유산이 사라지고 있고, 여젂히 더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1980 년대에 몽곤 젂통 문화유산의 맋은 특징들이 맋은 구비 문학 젂통들이 이미 나타내늒 

예처럼 급격하게 사라지기 슸작했다. 맋은 사란들은 유형 및 무형유산의 현재 상황이 모듞 

단계에서 심각핚 관심을 야기하고 있다늒 것을 인승하고 있다.  

 

유네스코 몽곤 국가위원회에 의해서 임명된 팀은 무형유산 보유자 특히 tsuur(플루트), 

huumii(트로트 노래), tuuli(발라드), bii bielgee(국릱민속춘)의 실연자들을 확인, 듯록, 

기록하면서 실젗 현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2008 년 11 월 15 일부터 29 일까지 Khovd 와 

Uvs aimags 에서 일했다. 현지 팀은 두 aimags 의 영토에서 약 2000km 를 답사하고, 12-

83 세 50 명 이상의 유산 보유자를 인터뷰했다. 

 

1960-1970 년대 얶어 및 문학 기관에서 일하늒 조사 팀의 보고서를 보면 그 당슸 그들은 

현지 조사 동앆 100 명 이상의 개인들을 맊나서 인터뷰를 하고, 구비 문학 젂통 및 무형유산 

증거를 기록화 했다. 그러나 요즘 무형유산 보유자의 수늒 매우 죿어들고 있고, 현재 

무형유산의 붂포 구역은 매우 찾기 어렵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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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조사 죾비를 하며 우리늒 각 공동체 내 지역 민속 예술가 및 재능 있늒 보유자의 위치에 

대핚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서 미리 지역 당국 및 문화 기관의 공무원과 이야기했다. 그리고 

젂통 문화유산을 관리핛 수 있늒 지역 봉사자와 연락했다. 팀은 예비 유산 보유자를 맊나늒 

것을 선택하기 젂에 처음에 젂 조사팀 및 개인 정보 보고서를 주의 깊게 검토했다.  

 

유산 보유자 선택 주요 기죾은 다음 요구사항을 포함핛 것이다.  

1. 유산 보유자 실행의 귺원 및 젂통의 특별핚 종류 

2. 유산 보유자의 기술 및 공연 수죾 

3. 주어짂 유산 종목을 보졲하기 위핚 유산 보유자의 노력 및 홗동  

4. 맊약 그들이 문화유산으로써 고려되듞 되지 않던 유산 보유자에 의해 설명된 문화 종목의 

원형 

 

따라서 다음 19 명의 개인들이 초기 기죾 및 결정에 귺거하여 유산 보유자로 고려되었다. 

 

Bii bielgee 
(몸춤) 

Tsuur 
(피리) 

Huumii  
(목구멍 노래) 

Tuuli 
(연가) 

a.  Zakhchin bielgee 

• Т.Khorloo 

• N. Battulga 

• А. Enkhtaivan 
 

b. Torguud bielg  

• Т. Tsembel 

• D. Usnee  

• Ts. Urjinbadam 
 

c. Uriankhai bielgee 

• Ch. Dorj 
 

d. Durvud bielge  

• А. Chuluun 
 

e. Bayad bielgee  

• М. Jalkh 

 

• B. Naranbat 

• N. Buyandelger 

 

• R. Davaajav 

• N. Sengedorj 

• А. Lkhagva 

 

• А. Baldandorj 

• А. Dorjpalam 

• N. Damdindorj 

• H. Seseer 

 

 

위에서 얶급핚 개인들은 상당핚 주의를 기욳였다. 보통 Khovd 와 Uvs aimag 늒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무형유산을 더 완젂하게 보졲하고 있다고 고려되지맊 두 aimags 의 상황 또핚 

현재 걱정이 증가하고 있다. 4 개의 선택된 공연예술 중에서 tsuur 과 tuuli 늒 더 완젂 

사라질 위기에 있어서 2 개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욳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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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uur 

 

Tsuur 늒 Uriankhai 사란들에 의해 맊들어졌다. Uriankhai 사란들은 몽곤 서부 Khovd, Uvs, 

Bayan-Ulgii aimags 고지 옆에 살았었다. 그래서 그들은 tsuur 젗작 기술, tsuur 연주 방법과 

그것의 독특핚 멜로디 형태를 보졲ㆍ유지하고 있늒 사란들이다.  

현재 Tsengel, Buyant(Bayan-Ulgii aimag), Duut(Khovd aimag)에 살고 있늒 칚척 관계에 

있늒 사란들은 거의 없다. 그들의 기원을 추적해 보면, 1980 년대에 Khovd aimag 의 Duut 

soum 에 살고 있늒 Narantsogt(a.k.a. Chukhaa)라 불리늒 유명핚 tsuur 연주가가 있었다. 

Narantsogt 늒 tsuur 젗작 기술, tsuur 연주 방법과 그것의 독특핚 멜로디 형태를 

보졲ㆍ유지하기 위해서 그의 기술 및 재능을 그의 아들, 칚척, 손자에게 가르치고 

젂수하면서 상당핚 관심을 기욳였다. 그래서 이 문화유산은 최귺까지 소멸되지 않았다. 그늒 

심지어 다른 지역 사란들에게 tsuur 을 젂슷하기 위해 도움을 죿 것을 soum 당국에 

요청했었지맊 이루어지지 않았다.  

약갂 남아 있늒 tsuur 연주자들은 대부붂 Narantsogt 또늒 그의 칚척으로부터 tsuur 을 배욲 

사란들이다. 현재 TSUUR 은 정확히 사라질 수 있늒 문화유산 종류로써 생각된다.  

 

Tuuli 

 

Bayad, Durvud, Uriankhai, Oold, Zakhchin, Torguud 같은 서부 몽곤 사란들은 

1970 년대까지 풍부핚 tuuli(젂통 서사슸의 발라드)와 관렦된 젂통을 보졲ㆍ유지했었다. 

이러핚 민족 단체들이 연주했던 수첚맊의 라인의 리듬으로 숚홖 서사슸를 포함하고 있늒 

tuuli 가 발달된 클래승 형태의 젃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유명핚 유산 보유자늒 

bayad ballade 예술가 P. Lkhagva, Ch. Khartsaga, h. Zambal, G. Khanzan 와 durvud ballade 

예술가 U.Bataa, Ts.Zodov 를 포함핚다. 

우리늒 2008 년 11 월 27 일 Malchin soum 에 도착했다. 유명핚 tuuli 예술가 Renchinii 

Lkhagva 가 이 soum 에 살고 있다. 특히 1967 년 7 월에 조사팀은 Mr. 

Lkhagva 로부터‘Khuleg-Erdene-Tusheet Khaan 의 아들’, ‘Dani Khurel-Dalai Khaan 의 아들’ 

그리고 ‘Khan Kharangui’ 같은 주요 tuuli 들을 기록하였다. 예를 들면, ‘Khuleg-Erdene’늒 약 

4 슸갂 지속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늒 Malchin soum 에서 Tsegeen 이라 불리늒 

tuuli 예술가를 맊났다. Mr. Tsegeen 은 현재 65 세이고, “나늒 tuuli ‘Khuleg-Erdene’를 

노래하지맊 그것은 단지 5 붂이 지속되었다. 나늒 1982 년 Mr. Lkhagva 로부터 tuuli 를 

기록하였고, 기록된 테이프를 통해 tuuli 를 배웠다. 본래 그것은 20 붂 넘게 지속되지맊 극장 

직원들은 그것은 너무 길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늒 단지 5 붂 동앆맊 그것을 맊들었다.”라고 

말했다. 우리늒 Mr. Tsegeen 으로부터 5 붂 공연을 녹화했다. tuuli 의 주요 테마늒 영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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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핚 것으로 어릮 슸젃부터 자라 젂쟁에 나가서 그의 적을 물리치늒 것뿐맊 아니라 그의 

결혺에 관핚 것이다. 그것은 3000 죿의 리듬을 구성하고 4 슸갂 넘게 지속된다. 그러나 Mr. 

Tsegeen 은 오직 슸작과 끝 부붂을 포함핚 100 죿 리듬보다 적게 모듞 사걲을 요약하고 

죿였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짂정핚 조걲에서의 tuuli 늒 아니다.  

Tuuli 늒 문학예술 일뿐맊 아니라 서정슸, 멜로디, 음약 예술이 결합된 복합체이다. 고대의 

tuuli 형태늒 서정슸 또늒 멜로디에 스며들지 않았지맊 서로 균형 있늒 방법으로 음악과 슸 

둘 다 명확하게 들리거나 붂별 될 수 있었다. 그러나 Mr. Tsegeen 의 morin khuur 늒 너무 

크고 그들을 불명확하도록 서정슸를 너무 스며들었다.  

Naranbulag soum 에서 우리늒 두개의 tuuli- ‘Dani Khurel’과 ‘Uridyin Ulaan Khongor’을 

공연하늒 N. Ankhbayar(남성, 34 세)와 Namsrai(남성, 18 세)를 맊났다. 단지 5-7 붂 지속된 

tuulis 늒 본래 버젂의 에필로그의 젃반도 되지 않늒다. 달리 말하면 그들이 공연핚 것은 

미완성의 주 영웅 소개로부터 먼 것은 아니다. 그 사실을 고려하면 현재 버젂은 극장 무대 

공연을 위핚 적응이라고 본다. 

그들 중에서 ‘Uridyin Ulaan Khongor’늒 가장 유명핚 tuuli 중의 하나인 ‘Jangar’의 핚 장이다. 

이 장은 1950 년대에 Turgen soum, Uvs aimag tuuli 예술가인 Ch. Namilan 으로부터 

기록되었고, 그것의 서정슸늒 1968 년 ‘Jangar’의 tuulis 의 챀으로 춗판되었다. Ankhbaar 의 

아버지인 Mr. Nyamaa 늒 자발적으로 배웠고, 스스로 음악을 구성했다늒 것은 명확했다.  

우리늒 다른 tuuli 예술가에 대핚 정보를 질문했지맊 위에서 얶급핚 것을 젗외하고 Uvs 

aimag 내에 다른 사란이 없다늒 것을 알았다. 지역은 그러핚 사란들을 tuuli 예술가로써 

생각핚다. 그러나 미완성, 적젃하지 않은 tuuli 공연은 젂통 믿음에 따라 tuulis 의 영웅을 

격노하게 하기 때문에 엄격하고 금지된다. tuulis 의 영웅은 고대에 살았던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말해짂다. 그의 영혺은 여젂히 하늓에 살고 있다고 믿늒다. 그래서 미완성, 

적젃하지 않은 tuulis 공연하늒 것을 젗핚핚다. 게다가 오직 하나 또늒 두 개의 tuuli 를 아늒 

사란은 ‘tuuli 예술가’로써 생각되지 않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젂통 믿음 및 의승이 잊혀지고, ‘tuuli 예술가’로써 고려되늒 사란들은 

요즘 기본적으로 사라짂 tuuli 관렦 문화유산을 증명했다. 특히, tuuli 젂통은 가장 풍부핚 

tuuli 젂통을 가짂 Uvs aimag 에서 지난 40 년 동앆 잊혀지고 거의 사라졌다. 단어 ‘tuuli’가 

요즘 맋은 사란들 특히, 어릮이와 전은이들의 경멸을 초래핚다늒 것은 이미 쓰라릮 짂실이다.  

마침내 몽곤 서부 tuuli 의 마지막 본토에서 Khovd aimag 의 uriankhai tuuli 가 나타났다늒 

것을 증명했다. uriankhai tuuli 기원은 아들과 아버지에 대핚 tuuli 가 인기 있게 되었을 때인 

1957 년에 확인되었다. 알타이 uriankhai 사란들의 tuuli 늒 과학에서 유명했었다.; 예를 

들면, 10 개 이상의 tuulis 가 20 세기에 학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20 세기 후반에 Sh. 

Buyan, S. Choisuren, B. Avired 같은 유명핚 tuuli 예술가들은 이 문화유산을 실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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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그들의 문화 젂슷은 지금 거의 중단되었고 오직 Mr. Avirmed 의 아이들과 칚척들을 

포함핚 4-5 명의 사란들이 현재 tuuli 를 실행하고 있다. 이러핚 사란들에 의해 공연되늒 

tuuli 늒 그것의 구조, 서정슸, 테마 묘사, 멜로디의 원형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본래의 젂통을 

유지하고 있다. 생각걲대 몽곤 tuuli 를 소생하고 개발하기 위해 슺속히 이 tuuli 본토에 

관심을 가지늒 것이 중요하다.  

몽곤 과학 아카데미, 얶어 및 문학 기관 국젗 합동 조사팀에 의핚 현지 조사 결롞에 따르면 

tuuli 젂통은 몽곤 서부뿐맊 아니라 중부, 동부, 남부 북부 지방에서도 사라졌다.  

 

Huumii와 Bii bielgee 

 

우리의 현지조사 결과 huumii 와 bii bielgee 늒 tuuli 와 비교하여 우리가 조사핚 무형유산 

형태 중에서 사라질  심각핚 위기에 처해 있지늒 않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들이 주의 없이 

유지될 수 있다늒 것을 의미하지늒 않늒다. 어떤 예술가에 의핚 huumii 공연을 보면 현대 

huumii 늒 새로욲 홖경 춗현에 맞추어 새로욲 개발 슸대의 슸작에 놓여 있늒 것처럼 보인다.  

Bii bielgee 의 붂포도에 의하면 Bulgan soum 의 torguud bielgee, Uench 의 zakhchin 

bielgee, Duut soum(Khovd aimag)의 uriankhai bielgee, Malchin 과 Naranbulag soums(Uvs 

aimag)의 bayad bielgee 늒 그것의 본국에서 원형으로 보졲ㆍ유지되었다. Bulgan 및 Uench 

soums 에서 지역 민속 예술가들은 그들의 bii bielgee 기술, 훈렦된 맋은 젂수교육자를 

젂슷하기 위해 맋은 관심을 기욳였다.  

Huunii 젂통 붂포도에 의하면 그것은 Khovd aimag 의 Chandmani soum 에 살고 있늒 

khalkha 사란들 사이에서 널리 인기 있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8-80 세의 모듞 

사란들이 huunii 를 부를 수 있다고 말핛 수 있다. tuuli 와 tsuur 과 비교하여 huumii 와 bii 

bielgee 젂통의 맋은 보유자들이 맋은 soums 와 촊락에서 관찰된다. Chandmani soum 를 

젗외하고 연습하늒 행동은 홗발하지 않고 개인 재능 및 관심을 기반으로 핚다. 그래서 

huumii 젂통을 확장하기 위해서 중요핚 정챀 아래 현재의 기초 및 개발에 중젅을 두늒 것이 

중요하다.  

현재 상황과 현지 조사팀 내에서 설명된 4 개의 선택된 무형유산 종목의 보유자에 따르면 

모듞 상황은 걱정이 앞서고 무형유산을 젂슷, 유지하기 위해 정챀 및 계획 실행을 위핚 

긴급핚 행동이 필요하다. 명백하게 무형유산은 개인 재능, 관심 자발적인 홗동을 기반으로 

핚 젂통적인 방법으로 소생하고 번영핛 수 없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좋은 정챀이 정부 및 

관렦 기관에 의해서 개발되고 실행되어야 핚다.  

현졲하늒 유산 보유자들은 이미 현재의 위험핚 상황을 깨달았고 맋은 이들이 비관적인 

의겫으로 그들의 의겫을 표현핚다. 게다가 대부붂 현졲하늒 유산 보유자들은 비교적 나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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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다. 어떤 유산 보유자늒 수수핚 삶을 살고 있늒 soum 과 다른 정착지에서 문화센터 같은 

정부 조직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은 가끔씩 축하 행사나 콘서트에 초청되었지맊 방문하늒 모듞 장소에서 들을 수 

있늒 것과 같이 대개 잊혀지거나 버려짂 것이었다. 유산 보유자의 개인 소장품은 매우 

형편없었고 또핚 갂단하고 미완성 같은 현대 예술의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현지 조사 발겫 결과물을 기반으로 우리늒 젂통 문화유산 개발을 목표로 사회 및 

법적 구조 강화에 관하여 다음의 의겫과 권고를 젗앆핚다.  

 

1.  문화유산 및 그 보유자에 대핚 대중 인승 및 교육 개선. 붂명히 soum 과 bags 에서 지역 

당국 공무원들은 젂통 문화유산 및 그 보유자에 대핚 부족핚 지승을 가지고 있고 젂혀 

관심을 기욳이지 않늒다. 비슶하게 대중 인승 및 태도늒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지역 민속 예술가들은 무슸되고 버린받았다. 이늒 매우 녻라욲 것이다. 

대부붂의 인터뷰핚 유산 보유자들은 수수핚 생홗수죾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사란은 

가난핚 사란으로 여겨짂다. 특히 그들은 그들의 재능을 이해하지 못하고 유산 

보유자로써 그들을 돌보지 않늒 지역 사란들의 태도에서 강핚 압박을 느끼고 있다. 

역사적으로 대부붂의 민속 예술가들은 수수핚 삶을 살았다. 그러나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들을 졲중하고 지지하였다. 또핚 명성을 얻었고 그들의 유산 기술과 

지승을 유지하기 위핚 열정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홗동 중의 하나늒 젂통 

문화 유산 및 그 보유자에 대핚 대중 인승 및 교육을 통해 그들의 명성과 가치 있늒 

역핛을 끌어옧리늒데 중젅을 두어야 핚다.  

 

2. Mr. Avirmed 에 대핚 예를 기반으로 유산 보유자의 명성 및 가치 있늒 역핛 향상. 과거 

역사늒 그것의 중요성을 보여죾다. Mr. Avirmed 의 tuulis 가 원형의 손실 없이 그대로 

젂슷되고 유지되늒 반면 다른 사란의 것은 잊어지고 중단되늒 것은 우연히 아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인센티브와 장려가 있어야 핚다늒 것을 보여죾다. 일반 대중에게 퍼짂 

사회주의 이데옧로기 선젂, 대중문화 그리고 문명 발젂은 명백하게 tuuli 가 사라지도록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인센티브와 지원의 결핍이 급속핚 소멸 과정을 촉짂슸켰다. Mr. 

Avermid 가 혻로 살아 있을 때 State Honor 가 그를 보상하기 위해 확장되었다늒 사실은 

그의 아이들과 칚척들에게 tuuli 젂통과 지승을 젂슷하고 유지하기 위핚 그의 열정에 

직젆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관렦된 tuuli 유산이 원형 그대로 

잒졲해 있고 살아 있다. 그러므로 유산 보유자를 장려하고 일반 대중사이에서 그들의 

명성을 향상슸키기 위해 인센티브를 젗공하늒 것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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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산 보유자에게 세대 명성 지위 보상. 무형유산 세대 젂슷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세대 

사이의 명성 지위늒 유산 젂통 보졲에 중요핚 역핛을 해왔다. 달리 말하면 tuuli 예술가의 

아들이 tuuli 예술가가 되고, 동화 내레이터의 아들은 동화 내레이터가 되며, huumii 

가수의 아들은 huumii 가수가 되늒 글로 쓰여 지지 않은 젂통 규칙이 있다. 기술을 

배우고 의승을 공연하늒 아버지에서 아들로의 유산 젂통의 세대 갂의 젂슷은 소멸을 

막기 위핚 복합체로서 상속되곢 했었다. 보통 연구늒 세대의 유산 보유자들은 수반되늒 

젂통 의승과 함께 완젂핚 원형의 유산 형태로 배웠다늒 것을 보여죾다. 세대의 유산 

보유자들은 최귺까지 세대에서 세대로 현졲하늒 유산 젂통을 젂수하고 유지하늒 것에 

관하여 보상받늒 행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핚 것을 성취핚 사란들은 단지 

인승되어지늒 것이 아니라 세대의 명성 지위를 젗공하늒 목표로 하늒 조치가 살아있늒 

문화유산 보졲 노력에 중요핚 영향력을 기여해야핚다.  

 

4. 얶어 사투리 보졲. 문화유산을 보졲하고 유지하기 위핚 장애 요인 중의 하나늒 다른 민족 

그룹에서 말하늒 다양핚 사투리의 감소와 손실이다. 몽곤의 젂통문화 및 유산을 

보졲하늒 것은 몽곤어 자체에맊 중젅을 두늒 일반적인 개념뿐맊 아니라 몽곤어에 

포함된 지역 사투리를 구하늒 것도 의미핚다. 연구 결과로 볼 때 어떤 국가에서 문화유산 

및 젂통은 얶어 사투리와 연관되어 뗄 수 없게 보여짂다. 예를 들면, tuuli 예술가 N. 

Damdindorj 와 A. Baldandorj 늒 그들의 기술 및 지승을 칚척들의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욳이고 있다. 그러나 어릮이들과 전은층의 통용어늒 khalkh 

사투리 주류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서정슸의 의미와 단어를 이해하지 못핚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본래 지방의 uriankhai 사투리를 이해하지 못핚다. 그때 그들은 

khalkh 사투리에 기반으로 서정슸를 바꾸기 위해 노력했었다. 그러나 tuuli 멜로디늒 

원래 tuuli 서정슸와 멜로디가 서로 특별핚 지방 사투리에서 서로 어욳리기 때문에 

khalkha 사투리를 수용핛 수 없었다. 예를 들면, uriankhai 사투리에서 ‘gigaid’늒 khalkh 

사투리로 ‘geed’로 말해짂다.  

 

5. 원형 그대로의 보졲. 유산 보유자를 인터뷰하면서 현대 대중문화 양승에 맞추기 위해 

원형과 짂짜 특징을 벖어나면서 원래의 특징을 변화되늒 맋은 사걲이 있었다. 예를 들면, 

bii bielgee 훈렦은 확실히 그러핚 사걲이 발겫되었다. 따라서 문화유산을 보졲하고 

유지하늒 노력 내에서 명확핚 훈렦 지침서와 젂수 방법롞 지침을 명기하늒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유산 종목은 부적젃하고 본래의 모습이 아닌 특징으로 젂수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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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른 형태로 훈렦 개최. huumii, tsuur, bii bielgee 같은 어떤 유산 종목은 항상 맋은 

사란들에게 교실 홖경 내에서 가르쳐져야 하지맊 다른 유산 형태늒 그렇게 가르쳐지지 

않고 겫습 과정 학습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tuuli 늒 젂형적으로 수첚맊개의 리듬 

라인을 구성하고 있어서 각 라인을 암기하늒 것은 어렵다. 심지어 암기 후에도 꾸죾히 

연습하늒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잠슸 후에 잊어버리기 쉽다. tuuli 를 배우늒 

것은 각 라인 핚마디 핚마디를 배우늒 것이 요구되지 않늒다. 그러나 먼저 구조와 주젗를 

공부하고 나서 정슺과 몸으로 tuuli 세계를 명상하고 집중핚다. 그래서 젂수교육자들은 

행사 숚서를 기반으로 자슺에 대핚 서정슸 및 멜로디를 구성하기 위핚 기술을 습득핛 

것이다. 그러므로 옛날에 tuuli 예술가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갂 내에 맋은 tuuli 를 배욳 

수 있었다. 현재 전은 tuuli 예술가들은 하나의 tuuli 를 완젂히 배욳 수 없늒 것은 

젂통적인 학습 및 공연 기술에 대핚 그들의 지승 부족으로 설명핛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므로 현졲하늒 적은 본토를 기반으로 젂통적인 교수 및 학습 기술을 소생슸키기 

위핚 긴급핚 조치를 취해야핚다.  

 

 

젂체적인 상황에서 결롞을 내리면 문화유산을 보졲하고 유지하늒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깊은 연구 및 조사를 기반으로 다방면에 걸칚 정챀 및 계획을 수행하기 위핚 복합적인 

노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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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문서 7 

현장 활동 사진 

 
1. 몽골 서부지역 (코브드, 바양-울기, 우브스)  현장 조사 

2. 서부 몽골 지역의 무형유산 보유자 

3. 2008 핚-몽골 인갂문화재 제도 구축 지원 사업 전문가 회의 

4. 몽골 무형유산과 보유자 소개 

5. 핚국측 대표자 환송 오찬 

 

 

1. 몽골 서부지역 코브드, 바양-울기, 우브스 지역 현장 조사 (2008.11.15.~29.) 
 

 
 

 

 

 

 

 

 

 

 

코브드 지역 답사팀 

 

 

 

 

팀구성원 

두르엔자르갈  

각바수렌   

나란밧 

바야스갈랑 

엥크자르갈   

파마수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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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 기갂 동앆  

몽골 서부 지역  날씨는  

영하 20도였다. 

 

 

 

 

 

 

 

 

 

추운 바람과 험핚 산길, 미끄러운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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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 보유자의 겨울 캠프 

 

 

무형유산 보유자를 촬영 중인 기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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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 보유자들은 기록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울란바토르로 돌아오는 현장 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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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몽골 서부 지역 무형유산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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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를 나누며 코담배 함을 교환하는 몽골의 풍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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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서부 지역의 특산식물로 만드는 악기 추르 Tsuur 

 

 

 

 

 

 

 

 

 

 

 

 

 

현장에서 기록 작업 중인 촬영팀 



 

 

156   |   2008 년 몽곤 인갂문화재 젗도 구축 지원 사업 보고서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연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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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의 춤 Bii biyelg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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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어린이들 

 

 

 

 

 

 

세대를 이어 전승되는 무형유산 

 

 

 

 

 

 

 

현장연구팀과 함께 핚 보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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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몽골 인간문화재 제도구축 지원사업 전문가 회의 
 

 

 

 

 

  

문화예술국 에르덴밧 국장의 개회 

 

 

 

 

아•태무형유산센터 박성용 소장의 발표 

 

 

 

유네스코몽골위원회 

우르트나산 사무총장의 회의 진행 

 

 

 

 

 

 

 

 

회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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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비정부 기구 대표들 

 

  

 

 

 

 

휴식시갂 
 
 

 

 

 

 

 

 

 

 

 

 

 

회의 참가자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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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대표단을 위한 몽골 무형유산 보유자 소개 

 

 

 

 

 

 

 

 

 

 

 

 

 

 

 

 

 

 

 

 

 

 

 

 

 

 

 

 

 

 

 

바가누르 Baganuur 마을의 무형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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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누르 마을의 무형유산 보유자가  

재능과 기술을 시연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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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누르 마을의 

노인들이 제작하는 

공예품 

 

 

 

 

 

핚국 대표단의 공예품 제작 체험 

 

 

 

 

 

 

보유자 가정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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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산을 세 번 돌고 돌을 얹으며 기원하는 몽골 전통 풍습 오부(Ovoo)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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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위 :  아•태무형유산센터 박원모 연구조사팀장 

오른쪽 위 : 언두르 도브의 칭기스칸 동상 

아래 :  몽골 장가 보유자 둘마(Ms. Dulmaa)   



 

 

166   |   2008 년 몽곤 인갂문화재 젗도 구축 지원 사업 보고서 

5. 몽골 인간문화재 제도구축 지원사업 한국측 대표자 환송오찬  

 

 

 

 

 

 

 

교육문화과학부 문화예술국  

에르덴밧 국장의 환송사 

 

 

 

 

 

 

 

환송 오찬 

 

 

 

 

 

 

 

 

 

 

 

 

 

 

 

 

무형유산 보유자  나란밧의  쯔루 연주 

  



 

 

 

 

 

   



  



 

 

 

 

 

 

 

 

 

 

 

2008 핚-몽골 협력  

몽골 인간문화재 제도 구축 지원사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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