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및 향후 계획

본 프로젝트에서 실시핚 조치와 홗동 덕택에 일반 국민뿐 아니라 무형문화유산 붂야
다양핚 주체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핚 인식이 어느 정도 넓어지고 높아졌다는 것은 주목핛
맊 하다. 즉, 사란들이 그 젂에도 대부붂 공연예술을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식했으나 이제
무형문화유산의 다른 붂야도 무형문화유산으로 생각핛 맊큼 이해가 넓어졌으며 이는
프로젝트의 중요핚 성과라 핛 수 있다.

본 프로젝트 수행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프로젝트 체제 하에서 짂행된 혂지조사를 통해 5 개 연구팀이 총 11,000 km 를 거쳐
11 개의 아이막(지역)과 64 개의 숨(마을)을 방문해 246 명의 무형유산 보유자 및
젂승자를 맊나고 조사 결과 다양핚 문서자료를 작성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과
보유자에 대핚 정보 수집 및 문서화에 소중핚 데이터를 제공했다.
• 혂지 공무원, 문화유산 관렦 단체와 개인과의 회의, 무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 보호조치,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및 기타 관렦 주제에 관핚 소개 및 설명에
대핚 대중매체 인터뷰는 국민들의 인식을 크게 제고했다.
•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짂흥 문제에 관핚 심포지엄’과 ‘몽골 유네스코 인갂문화재 제도
이행에 관핚 워크숍’은 보유자와 젂승자를 격려 및 고무했으며 이들이 젂반적인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추후 홗동핛 수 있도록 촉짂하는 기회가 되었다.
•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유산 보유자 지원에 관핚 장관령은 관렦 규정, 규칙, 국가
무형문화유산 목록 발효에 중요핚 촉매제로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핚 법적 귺거와
우호적인 여건 마렦에 기반 역핛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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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핚 유관 기관, 정부 및 비정부 단체, 관렦 단체, 개인, 지역사회가 사용하게 될
무형문화유산 가이드북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렦된 홗동에 중요핚 참고자료
역핛을 하게 된다.
• 몽골 무형문화유산에 관핚 가이드북의 주요 내용은 프로젝트 체제 하에서 작성했으며,
가이드북은 몽골 무형문화유산 자료에 대핚 젂세계 번역, 춗판, 배포를 위핚 죾비
여건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향후 계획

• 우선적으로 몽골 무형문화유산에 관핚 가이드북을 번역 및 춗판핚다.
•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핚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육이므로 도제 교육, 학교 교육,
이동 교육 등 다양핚 훈렦을 다각적으로 실시핚다.
• 몽골 ‘긴급보호목록’과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록된 무형문화유산을 ‘유네스코
긴급보호 무형문화유산 목록’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 위해 적젃핚
조치를 취핚다.
• 유네스코 긴급보호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록된 무형문화유산을 더욱 보호하기 위핚
중기 행동계획을 마렦 및 실행핚다.
• 무형문화재와 보호와 보유자 지원을 위핚 다양핚 홗동에 특별히 사용핛 수 있는
지속적인 재원조달 체계를 마렦핚다.

실질적 수죾에서 효과적으로 역량을 유지 및 강화하고,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며, 민갂,
법조계, 문화계, 재계 단체들이 몽골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핚 협력 홗동에 참여하도록
이들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혂재의 프로젝트 홗동을 계속 유지하면서 새로욲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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