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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보고서
2009 년 몽골 무형문화유산 및 보유자 현지조사

배경

몽골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 구축을 위핚 핚-몽골 공동 프로젝트의 주요 홗동 중
하나인 유네스코 인갂문화재 제도 도입을 위해 몽골의 무형문화유산 및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및 젂승자 발굴을 위핚 일렦의 혂지조사가 실시되었다.

몽골의 무형문화유산을 위핚 구체적인 보호제도를 마렦하기 위핚 기반으로서 다양핚
무형문화유산과 보유자 혂황에 대핚 심층적이고 완벽핚 연구와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혂장을 직젆 방문하는 혂지조사를 통해 혂재 여건과 상태를 명확히 파악
및 규정해,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젂수 과정을 보호, 짂흥,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젂체적인 제도 개발을 촉짂했다. 몽골의 중부, 북부, 남부, 동부 지역에서 5 번의
혂지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여기에는 젂문가, 연구원, 정부기관, 몽골 내 무형문화유산 관렦
단체들이 참여했다.

목적

상기 언급핚 혂지조사는 몽골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 구축을 위핚 핚-몽골 공동
프로젝트 체제 하에서 몽골 중부, 동부, 북부, 남부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및
젂승자를 발굴하고 이들의 독특하고 탁월핚 기술, 지혜, 지식, 방식, 업적, 과학 및
예술적으로 중요성이 큰 기타 지식 문화 가치를 혂장에서 등록 및 문서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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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1.

문화유산보호 붂야에서 정챀을 입앆하고 시행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혂지당국에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정싞과 관젅을 알릮다.

2.

유네스코 인갂문화재 제도의 의의와 몽골 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 구축을 위핚 본
프로젝트의 목적과 홗동을 소개 및 홍보핚다.

3.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및 젂승자를 발굴핚다.

4.

일대기 및 유산 젂수에 관핚 관렦 정보를 파악 및 기록핚다.

5.

유산 보유자들의 탁월핚 기술과 재능을 디지털 형식으로 기록핚다.

6.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의 상주 주소 및 연락 정보를 파악 및 정리핚다.

7.

시청각 및 서면 자료 형태로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의 의견과 피드백을 받는다.

현지조사 현황
확인된
지역(aimag)

방문핚 마을

무형유산

(soums) 수

보유자 및

지역구분

날짜

기간

전승자 수
Khentii
Dornod
Bulgan
Uvurkhangai
Khuvsgul

17

70

동부

6.25-7.8

14 일

11

26

중부

6.25-8.2

10 일

6

10

중부

8.5-8.15

10 일

12

14

중부

8.5-8.15

10 일

18

26

중/남부

8.22-8.31

10 일

Arkhangai
Selenge
Orkhon
Central aimag
Dundgovi
Dornogovi
Govis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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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시행 아이막
검은 젅으로 표시된 지역이 혂지조사가 실시된 아이막이다.

주관 기관

협력 기관

•

유네스코 몽골위원회

•

몽골문화연구협회

•

문화유산센터

•

지역 문화예술 부서

•

멜스 필름 스튜디오

연구진
•

우르트나산 박사(Dr. Urtnasan. N), 유네스코 몽골위원회 사무총창

•

윢덴바트(Yundenbat. S), 문화유산센터 무형문화유산보호과 과장

•

도르즈다그바(Dorjdagva. T), 몽골문화연구회 회장, 몽골측 학술자문관

•

파마수렌(Pamaasuren. B), 멜스 필름 스튜디오 카메라 촬영기사

•

두렌자르갈(Duurenjargal. A), 몽골 성지연구정보센터 젂문가

•

문크자르갈(Munkhjargal), 우에르항가이 아이막 교육문화부 부장

•

푸레블캄(Purevlkham. L), 우에르항가이 아이막 교육문화부 수석 젂문가

•

사인바이르(Sainbayr. U), 몽골문화유산보호재단 무형유산 담당 젂문가

•

나산자르갈(Nasanjargal. Ts), 문화유산센터 무형유산과 무형유산 지정 담당젂문가

•

다쉬제베그(Dashzeveg. D), 다르항올 아이막 교육문화부 젂문가

•

볼드바타르(Boldbaatar. Yu), 몽골기술대학 인문학부 문화인류학 교수

•

다바도르즈(Davaadorj. B), 훕스굴 아이막 문화예술부 문화담당 수석 젂문가

•

나랑게렐(Narangerel. G), 훕스굴 아이막 지사실 사회개발부 문화담당수석젂문가

•

욳치(Ulzii. T), 박사,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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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갂바타르(Ganbaatar. L), 오크혼 밸리 문화구역 관리 사무소 관리자

•

아마르자갈(Amarjargal. Z), 몽골문화연구협회 연구원

연구 활동
연구짂은 혂지조사를 위해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설문지(본 보고서에 첨부)를 작성했고
240 명의 보유자들을 맊나 이들의 혂황, 요구사항, 의견 등을 질의하고 유산 보유자의
기술 시연에 대핚 문서를 작성했다. 또핚, ‘몽골 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 구축’이라는 핚몽골 공동 프로젝트뿐 아니라 무형문화유산보호 협약, 인갂문화재 제도를 소개 및
홍보하기 위해 연구짂과 문화유산 정챀 붂야 다양핚 기관 등 지역 당국 갂 수 맋은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 결과, 회의를 통해 다양핚 의견과 시각을 교홖핛 수 있었다.

연구짂은 보유자들이 탁월핚 기술을 표혂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뛰어난 유산 보유자를
몽골의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시키겠다는 구술 발표를 했다. 젂국적인 공지를 혂재
죾비 중이며, 이는 8 월 중 대중매체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혂지조사 동앆 연구짂은 유산 보유자 및 기술 보유자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무형문화유산
젂수에 관핚 관렦 정보를 조사했다.

유산 보유자들이 대부붂 1 년 내내 가축에게 가장 좋은 목초지를 찾아 떠도는 목축업자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의 가장 최귺의 상주 주소와 연락 정보를 파악 및 정리 했다.
또핚 연구짂은 유산 보유자와 젂승자의 독특하고 뛰어난 재능과 기술을 문서화하면서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 보호조치의 필요성, 기타 관렦 주제에 대핚 보유자 및 젂승자들의
시각과 의견을 조사했다.

몽골 무형문화유산의 현황에 대핚 전체 결롞과 제앆

조사에 따르면 탁월하고 뛰어난 무형문화유산 보유자와 젂승자들이 특히 중부 지역에서
빠른 속도로 사라져 가고 있다고 핚다. 다양핚 민족과 지역에서 각 지역의 특성, 특징,
민속적 정취는 약화되었으며, 젂통 축산기술은 혂대화에 밀려 사라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이동이나 이주 시 낙타와 황소를 교통 수단으로 사용하고 가축을 동물들과 함께 목축하는
것은 거의 사라졌으며, 그 대싞 가축을 몰거나 이주 시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가고 있다. 목축업자와 농촊 사란들은 더 이상 쿠쿠르와 갂(유제품 음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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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하기 위해 동물 껍질과 가죽으로 맊듞 저장용기) 등 젂통 음식 저장용기와 가방을
사용하지 않으며, 플라스틱 저장용기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동물 가죽으로 맊듞 로프나
끈을 포함 동물을 몰거나, 훈렦, 길들이는 것에 필요핚 젂통 도구의 사용도 혂대적 형태의
로프나 기타 유사 제품으로 대체되었다.

모릮-쿠르 연주자뿐 아니라 젂통 장가와 단가를 부르는 사란도 놀띿 정도로 희귀해
졌으며, 축하 행사, 축제, 축연도 사라져 가고 있다. 또핚, 유명하고 탁월핚 장가 연주자와
이들의 역사가 잊혀져 가고 있으며 전은 세대는 이들에 대해 젂혀 알지 못해 장가 젂통이
사라지고 있다. 사라질 위험에 처해있는 또 다른 무형문화유산은 축산젂통과 관렦된
가축을 달래는 노래, 멜로디, 욳음소리와 경주말을 격려 및 고무하기 위핚 꼬마 기수의
특별핚 노래 또는 욳음소리 및 이와 관렦된 관습이다.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및 젂승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핚 요소 중 하나는
이들에 대핚 낮은 사회적 인정과 명예이다. 이와 관렦해, 지역 당국의 정챀과 짂흥이
상대적으로 약핚 것으로 혂지조사 결과 밝혀졌다.

현지조사 연구진의 의견

혂지조사 결과는 몽골 젂체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핚 후속 홗동에 직젆적인 자료
역핛을 핚다는 젅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프로젝트 체제 내에서 실시핚 혂지조사의 특징
중 하나는 젂문가와 연구짂이 연구 목표를 실질적으로 확대했다는 젅이다. 즉, 연구
붂야를 공연예술과 구젂에 집중하기 보다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 명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무형문화유산 젂체 붂야를 연구했다.

지역 당국, 문화기관, 기타 유관 기관들을 폭 넓게 끌어 들임으로써 혂지조사의 중심
영역을 확대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기적인 합의 및/또는 기타 수단을
추가로 마렦해 무형문화유산 및 보유자를 위핚 보다 체계적인 조사와 보호 조치를 마렦핛
수 있을 것이다. 조사, 합의, 보호조치 체제 하에서 보다 적젃핚 시기, 기획 방식, 수단
관젅의 다층적 협력 홗동이 수행되어야 핚다.

유산이 졲재하는 특정 기갂과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민속 관습, 방식, 젂통 기술
등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연구, 조사, 문서화가 완벽히 짂행되어야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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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 보유자 지정을 위한 설문지
사진

칚족/ 부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칚 (또는 모칚) 성명 ________________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생일 _______________ 성별 ____ 학력 ______________ 직업 __________________
2. 귺무 기관, 직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소속 행정기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거주지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젂화 _____________팩스 ____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
6. 뛰어난 재능 및 기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뛰어난 재능 및 기술을 증명하는 수상 경력 및 업적
(시갂, 장소, 행사 명, 구체적 방법 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능력 및 기술을 입증하는 증서 (자격증, 공인증명서, 입증서 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재능 및 기술을 누구로부터 배웠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누굮가에게 귀하의 재능 및 기술을 젂승하고 가르쳐 본적이 있습니까?
( 훈렦 형태, 젂수교육자 수, 인증된 젂수교육자의 성명 및 주요 성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 뛰어난 재능 및 기술에 관렦된 개인 의견 및 요청 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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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entii, Dornod 지역 현황 조사 사진

Tavkhai 로 알려져 있는
씨름 보유자 Sodnom,
Umnudelger 숨,
Khentii 아이막

장가연주자며 말을 위핚
싞비핚 주문 보유자
Lkhamsuren. D,
Binder 숨,
Khentii 아이막

사냥꾼이자 전통
앆장제작자인
Dechingombo,
Binder 숨,
Khentii 아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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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냥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냥꾼이며
Buriad 지역 전통 수레
제작 기술 보유자
Zunduidagva,
Dadal 숨,
Khentii 아이막

Buriad 민요 연주자
Bayanchimeg,
Dadal 숨,
Khentii 아이막

Buriad 민속 무용단,
‘Balj 의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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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장화 제조기술 보유자
Nergui. J,
Dadal 숨,
Khentii 아이막

제작 중인
Buriad 장화 밑창

Nergui. J 가 제작핚 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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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마 훈렦 음성
기술 보유자
Tseveendorj,
Umnudelger 숨,
Khentii 아이막

말을 위핚 노래
Marzai 연행자
Altantsetseg,
Umnudelger 숨,
Khentii 아이막

조사단의 현장 방문,
승려 Tseveensuren 의 집,
Khentii 아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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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dan Bereeven 사원,
Khentii 아이막

Songool 민요 연주자
Ichinkhorloo,
Binder 숨,
Khentii 아이막

혈통 기록자
Amarsaikhan. N,
Binder 숨,
Khentii 아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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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iad 소수민족의 전통의상
Buriad deel

Buriad 나무꾼, Shagdarjav. B

몽골 및 Buryat 공화국
명예 예술가이자
Buriad 민요 연주자,
Ichinkhorlo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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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iad 민요 연주자
Khandam.G,
Dashbalbar 숨,
Dornod 아이막

Uzemchin 민속
악기 및 의상 연구자
Sanjaasuren. Kh,
Choibalsan 숨,
Dornod 아이막

몽골의 소수민족
Uzemchin 전통 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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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zemchin 민요 연주자
Batjargal.J,
Bayantumen 숨,
Dornod 아이막

Barga 민요연주자
Adya. D,
Khulunbuir 숨,
Dornod 아이막

Khamnigan 연주자
Baatartsogt. J,
Bayan-Uul 숨,
Dornod 아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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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iad 노래 연주자
Basgaadai. R,
Bayandun 숨,
Dornod 아이막

코르크 공예품 장인
Parshin. L 와 가족,
Dashbalbar 숨,
Dornod 아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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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gan, Uvurkhanga 지역 현황 조사 사진

모린 쿠르 연행자 Tsogbat. O,
Guchin-Us 숨,
Uvurkhangai 아이막

몽골 부츠 제작자
Dorjsuren.Orig,
Uvurkhangai 아이막

몽골 부츠 제작자 Purevdorj. D, Khairkhan-Dulaan 숨, Uvurkhangai 아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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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공예 장인 Dagvadorj. D,
Uyanga 숨,
Uvurkhangai 아이막

Dagvadorj 가
제작핚 공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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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가 연주자
Uuganbayar Batbayar

모린 쿠르 연주자
Lkhagvajargal Batjargal

장가 연주자
Munkhtuya Sukhbaatar

장가 연주자
Narantuya Sukhbaa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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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몽골 의상 Deel

몽골 부츠 장인 Donid Likhshid

몽골 부츠 장인이자 찬가 연주자 Chuluunbaatar Tserendorj

찬가 연주자 Chimeddagva Dashjamts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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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uvsgul 지역 현황 조사 사진

사슴 사육자 가족의 전통 천막

Tsaatan 지역 사람들과
현장 조사단

Tsaatan 사람들의
전통 주거형태인
Urts 오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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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uvsgul
호수 주변을
방문핚 현장조사단

무형유산 보호
제도 홍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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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khangai, Selenge, Orkhon 지역 현장 조사

앆장 제작자
Chagnaadorj. B,
Arkhangai 아이막

공예품 제작을 위해 나무를
채취하고 다듬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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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gnaadorj 의 아들 Turtulga 는 그의 형제 Garmaa, Ochirvaani 와 함께 아버지의 앆장 제작
기술을 젂수받았다.

Ochirvaani Chagnaadorj 와 그의 아들 Turtulga Chagnaadorj

장가를 부르고 있는 민요 연주자 Khorloogiin Myagmarjav

Darkhad 연주자 Khureliin Oyun

민요 연주자 Khureliin Ireedui

박달나무 공예가 Tsermaagiin Sosorba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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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지역 Tuv, Dundgovi, Dornogovi, Govisumber 현황 조사 사진

장가 연주자
Radnaabazar. B

장가 연주자
Tsogdog. B

장가 연주자
Byamba.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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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요 연주자
Sunjidmaa. D

‘Iderjinchin’로 알려진
장가 연주자
Damdinsuren. Z

장가 연주자
Chimed.T

128 | 몽골 무형문화재 보호제도 구축지원사업 결과보고서

민요 연주자 Dashzeveg 와 제자들

장가 연주자이자 모린 쿠르 연주자
Orgodol. S

장가 연주자 Sandag. N

장가 연주자 Tse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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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린 쿠르 연주자
Sodnomrenchin. L

장가 연주자
Bandi. Z

뼈 주사위 던지기 놀이 전수자
Munkhbadrakh. L

찬가 연주자
Chuluunbaatar.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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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jdagva. T, Erdenechimeg. T, Batgerel. D 는 몽골 문화연구협회팀으로 2009 년
5 월 29 일에서 6 월 5 일까지 Dornogovi 지역의 Sainshand 와 Zamyn-Uud 숨에서
혂장연구를 짂행했다. 연구자들은 100 여명의 지역 주민들을 맊나고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소개하였으며, 정부와 비정부 기구들이 펼치고 있는 보호제도 관렦
홗동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연구팀 Murun 와 Dornogovi 지역 주민
Erdenechimeg, 무형문화유산에 대핚 소개와
인터뷰 후 기념 촬영

연구팀 Tsetsenkhuu 와 Dornogovi 지역
Zamyn-Uud 마을 주민 Erdenechimeg

Dornogovi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형문화 유산
강의를 하고 있는 연구팀장 Dorjdagva

Dornogovi 지역으로 가는 기차 앆의
현장 연구팀과 팀장 Dorjdag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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