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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문서 5 

몽골 무형문화유산 국가 목록 
 
몽골 무형문화유산 국가대표목록  

몽골 무형문화유산 긴급보호목록 

 

교육문화과학부 장관 훈령 293, 2009 년 7 월 8 일 승인 

 
 

 

몽골 무형문화유산 국가대표목록 
 

I. 무형문화유산의 매개체로서의 언어를 포함핚 구젂젂통 

 

1. 몽골어  

2. 몽골 젂래동화  

3. 서사와 젂설  

4. 몽골어 축원 찬가 

5. 몽골어 찬송 

6. 몽골어 수수께끼 

7. 몽골어 글자 맞추기  

8. 몽골어 속담 

9. 몽골어 기원과 구술 치료 

10. 몽골어 서사시 

11. 몽골의 민속 구젂 놀이 ‘우주의 세 가지’ 

12. 성스러욲 몽골어 표혂 

13. 몽골어 일화들 

14. 우유를 뿌리며 번지게 하는 몽골어 축원 표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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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행예술 
  

1. 몽골어 자장가 

2. 몽골어 민속 장가 

3. 몽골어 민속 단가 

4. 몽골 젂통 모릮 쿠르 – 마두금 연주기술 

5. 몽골 젂통 흐미 - 목구멍 노래 기술 

6. 징구(Giingoo) - 말 기수의 구령 

7. 젂통 휘파란 기술 

8. 뎀비(Dembee) - 노래 선윣 놀이 

9. 몽골 곡예 

10. 몽골 젂통 참(Tsam) 가면춘 

 

III. 사회 관습, 의례 및 축제 행사 
 

1. 싞생아를 씻기는 의식 

2. 어릮이의 첫 이발 의식 

3. 싞부에게 인사하는 풍습 

4. 젂통 결혼 의식 

5. Ger(젂통주거형태) - 새로욲 천막을 짓는 의식 

6. 장례 풍습 

7. 동물 거세 풍습 

8. 구니우스가르가요손(Guunii urs gargah yoson) - 유목 농업의 초봄 풍습 

9. 구 바릭 요스(Guu barikh yos) - 마유주 제조 시작을 위핚 풍습 

10. 우나가 타빅(Unaga tavikh) - 마유주 제조 완료를 위핚 풍습  

11. 말에 낙인을 찍는 풍습 

12. 가축에 표시하는 풍습 

13. 아이락 Airag(마유주)를 맊드는 풍습 

14. 복숭아뼈 놀이 

15. 음력 설 축제 

16. 몽골 축제와 의례  

17. 독수리 축제 

18. 싞성핚 장소에 대핚 경배의식  

19. 몽골 샤먼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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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자연과 우주에 관렦된 지식과 관습 

 

1. 몽골 민속 의료  

2. 몽골 민속 수의료 

3. 몽골 젂통 천문학과 천체 관측술 

4. 기상과 자연의 변화를 예견하는 젂통지식 

5. 젂통 퍼즐 놀이 양식  

6. 홖경을 보호를 위핚 지혜와 젂통 지식  

7. 젂통 육아 교육 방식과 지혜 

8. 젂통 낙농 제품 제조 기술 

9. 젂통 발효유 및 유제품 제조 기술  

10. 젂통 펠트 제작 기술  

11. 젂통 가죽 제작 기술  

 

V. 젂통 공예  

 

1. 몽골 젂통 문양 

2. 젂통 주거양식(Ger) 건축을 위핚 젂통 기술  

3. 젂통 펠트 예술  

4. 젂통 가죽 공예 

5. 몽골 의상 제작 기술  

6. 몽골 부츠 제작 기술 

7. 조독 슈닥 Zodog shuudag(몽골 젂통 씨름 의상) 제작 기술 

8. 젂통 홗 및 화살 제작 기술  

9. 젂통 은그릇 제조 기술 

10. 젂통 몽골 말 앆장 제조 기술  

11. 몽골 젂통 조각 예술  

12. 젂통 수예 및 바느질  

13. 젂통 뜨개질 

14. 젂통 몽골화 

15. 젂통 아플리케(Applique) 예술 

16. 젂통 조각 및 홍은지(Mache) 예술 

17. 젂통 악기 제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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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무형문화유산 긴급보호목록  

 

1. 몽골 서사시 

2. 몽골 젂통 악기 추르(Tsuur) 제작 기술 

3. 어미와 새끼 가축을 달래고 화합시키는 노래와 관습 

4. 몽골 비 비옐지(Bii biyelgee) 젂통 무용 

5. 철제 조각 예술  

6. 젂통 챀 제작 기술 

7. 몽골의 다양핚 소수민족의 젂통 결혼예식  

 (보르지짂 Borjigin 축제, 바야드 Bayad, 두부드 Durvud, 자크칚 Zakhchin, 

카자크 Kazakh, 우리앆카이 Uriankhai 부리아드 Buriad 결혼식) 

8. 젂통 민속 음악 레퍼토리 및 연주 방식   

 (쿠르 Khuur 악기 연주, 에킬 Ekil, 투슈르 Toovshuur 멜로디 연주, 돔보르, 

피리 및 나팔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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