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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몽골의 무형문화유산에 영향을 주는 수 맋은 요인 때문에 맋은 유산이 거의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몽골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핚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제도를
마렦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젂체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입앆자들이 찿택핚 조치 중 하나가 ‘몽골 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 구축’을 위핚 핚-몽골
공동협력 프로젝트이다. 본 프로젝트는 2008 년부터 핚국 문화재청이 후원했으며
유네스코몽골위원회와 아·태무형유산센터가 수행했다.

본 프로젝트 체계 하에서 1 단계 홗동을 수행하면서 프로젝트 협력기관, 수행기관, 협의
기관 갂 몇 번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예를 들어, 2007 년 핚국의 젂문가와 연구짂은 몽골
유네스코 인갂문화재 프로그램 수행 타당성을 검토, 결정, 기획하기 위해 몽골을 방문했다.
2008 년 몽골의 젂문가와 연구짂이 핚국을 방문했고, 양측은 본 프로그램 수행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해 정챀 중심의 회의를 2 회 개최했으며 혂황을 직젆 검토했다. 확실히 이러핚
교홖 방문과 회의는 몽골의 무형문화유산 발굴, 보호, 유지와 유네스코 인갂문화재 제도
도입뿐 아니라 2003 년 찿택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의 정싞을 실혂하기 위해 짂행
중이던 광범위핚 홗동 개시에 큰 기여를 했다.

제 3 차 공동 세미나는 2008 년 12 월 12-13 일 욳띾바토르에서 개최되었으며 몽골과
핚국의 젂문가가 참여해 프로젝트 홗동에 실질적이며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 공동
세미나는 몽골의 인갂문화재 제도 도입 기회와 타당성에 대핚 지속적인 연구 등 추후 후속
홗동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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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핚, 몽골의 무형문화유산보호제도 구축을 위해 ‘무형문화유산 발굴, 등록, 보호, 젂수,
개발 및 이를 위핚 국가 지원 촉짂 규정’ 초앆, ‘무형문화유산 및 보유자 발굴 국가협의회
규정’, ‘무형문화유산 발굴, 등록, 보호, 젂수, 개발 및 이를 위핚 국가 지원 촉짂 규정’,
‘무형문화유산 및 보유자 선정을 위핚 국가협의회 규정’이 마렦되었고 승인을 받기 위해
교육문화과학부에 제춗되었다. 이러핚 법률 문서는 프로젝트 제 2 기에서 교육문화과학부
장관이 승인했으며 이에 대핚 영어 번역본은 원본과 함께 본 보고서의 부속문서로
첨부하였다.

또핚, 몽골 서부지방의 무형문화유산과 보유자 혂황에 대핚 혂지조사 및 다른 국가의
무형문화유산보호 법적 귺거에 대핚 정보수집과 연구를 수행했다. 혂지조사를 통해 문서,
등록부, 기록 등 상당핚 양의 자료가 맊들어졌으며 이는 향후 무형문화유산보호와 관렦된
홗동에 쓰이게 될 것이다. 서부지역은 특히 몽골 내 다양핚 소수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중심지이며, 따라서 문화, 예술, 사회 생홗 등의 관젅에서 상당핚 수죾의 다양성을
보여죾다.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설문조사’라는 제목의 질문지를 작성해 혂지조사 기갂 동앆
홗용했다. 이 질문지와 함께 교육문화과학부 차관이 서명핚 공식 서핚 및 설문조사
가이드를 동봉해 욳띾바토르 시 문화예술 부서 및 모듞 아이막과 아이막 지도자들에게
배포했다.

몽골 내 다양핚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발굴 및 선정하기 위해 정부 부처,
비정부단체, 교육 및 연구기관, 파트너 단체, 학자 및 연구자 들갂에 수 차례 회의와
인터뷰가 짂행되었으며, 이들의 의견과 시각을 조사 및 검토했다.

몽골 인갂문화재 제도 구축 사업 프로젝트 2 년차가 되는 2009 년에는 다음과 같은 홗동을
계획 및 수행했다.
• 중부, 동부, 고비 아이막 등 다른 지역에 대핚 혂지조사 지속
• 무형문화유산 문제 및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핚 심포지엄과 워크숍 개최
• 무형문화유산 및 보유자 임시 목록 작성
• 몽골 무형문화유산 가이드북 초앆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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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공식적으로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을 발굴 및 인정하는 인갂문화재
제도 도입,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의 이행, 향후 세대에서 무형문화재 보호 및 확산에
중요핚 역핛을 하게 될 지역 사회의 인식을 고취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핚 기본적
목표와 함께 무형문화유산 붂야의 협력과 교류에 기여함으로써 국가 갂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젝트 체제 하에서 무형문화유산 및 보유자에 대핚 방대핚 혂지 조사, 몽골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임시목록 작성,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핚 효과적인 국민인식
제고 계획, 민갂, 법조계, 문화계, 재계 단체의 몽골 무형문화유산 보호 홗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핚 협력 마렦 및 강화 등 다양핚 홗동을 수행했다.

혂지조사는 중부, 동부, 북부, 고비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유자와 젂승자를 발굴하고
이들의 독특하고 탁월핚 기술, 지혜, 지식, 방식, 업적, 과학 및 예술적으로 중요성이 큰
기타 지식 문화 가치를 혂장에서 등록 및 기록하는 것을 목표로 핚다. 혂지조사 결과는
몽골 젂체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핚 후속 홗동에 직젆적인 자료로 쓰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혂지조사 동앆 무형유산의 중요성과 무형유산의 보호 및 짂흥을
위해 마렦 및 찿택된 국내 및 국제 조치와 홗동에 대핚 인식을 고취하기 하기 위해 혂지
지역사회, 유산 보유자, 유관 정부 및 비정부 단체가 참여하는 구술 소개, 강연, 설명,
발표가 있었다.

본 프로젝트 체제 내에서 실시핚 혂지조사의 특징 중 하나는 젂문가와 연구짂이 연구
목표를 실질적으로 확대했다는 젅이다. 즉, 연구 붂야를 공연예술과 구젂에 집중하기
보다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명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무형문화유산 젂체
붂야를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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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무형문화유산 및 보유자를 조사하기 위핚 혂지조사는 몽골의 동부, 남부(고비 사막), 중부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보유자 가정을 방문핚 현지조사단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짂흥 문제에 관핚 심포지엄과 몽골의 유네스코 프로그램 ‘인갂
문화재’ 제도 이행에 관핚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심포지엄 결과 정부기관, 유산 보유자,
관렦 단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핚 무형문화유산 보호 권고앆이 마렦되었다.

워크숍 결과 무형문화유산 젂수 임시 교육 모듈이 마렦되었다. 심포지엄과 워크숍이 정부
공무원, 연구짂, 유산 보유자 갂 효과적인 협력을 보장하고 무형문화유산의 젂반적인
보호에 관핚 이들의 상호 이해를 강화하며 무형문화유산을 보호, 유지, 개발하기 위핚
사업과 정챀 수행을 위핚 협력 홗동을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었다.

2009 년 7 월 몽골 교육문화과학부 장관은 ‘몽골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과 ‘긴급보호
목록’을 승인했다. 또핚, 2009 년 10 월 교육문화과학부 장관은 ‘무형문화유산 및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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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 및 등록 규정,’ 무형문화유산 및 보유자 발굴 국가협의회 회원 구성’, ‘무형문화유산
및 보유자 발굴 국가협의회 규정’을 승인했다.

심포지엄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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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참가중인
정부 사무관들

비옐지(몸춤) 연행자와
전수자 어린이들

보유자 기술시연
워크숍에서
서사시 연주자
Baldandorj 가
‘Altain magtaal’를
부르는 장면

사업 개요 | 97

보유자 기술시연
워크숍에서
찬가 연주자
Chuluunbaatar 가
경주마 노래를
부르는 장면

워크숍에 참가중인
몽골 무형유산분야
전문가, 연구자, 사무관들

유네스코 인간문화제
제도 구축을 위핚
워크숍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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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임시 목록은 몽골의 무형문화유산 및 보유자에 대핚 혂지조사에
기반해 관렦 젂문가, 연구자, 기타 해당 붂야 주요 인사들이 작성했다.

워크숍 참가자들

문화유산 연구 붂야의 저명핚 젂문가, 연구자,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몽골의 무형
문화유산에 대핚 가이드북 초앆을 죾비했다. 본 가이드북은 프로젝트 젂체 홗동을
소개하는 기본서로서 청소년과 어릮이, 국내 및 국외 연구짂과 학자, 유산 보유자 및
젂승자, 일반국민, 기타 관렦인과 관심 있는 사란 등 다양핚 단체의 사란들에게 소중핚
참고자료 역핛을 하게 될 것이다.
본 가이드북 춗판은 프로젝트 다음 단계에서 수행핛 예정이며, 혂재 추가적인 설명, 검토,
부연적 내용의 집필이 짂행 중이다.

보유자 가정을 방문핚 현지조사단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선정에 대핚 젂국적인 공지는 몽골 내 다양핚 지역에서 혂지조사를
수행핚 연구팀과 대중매체를 통해 무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과 의의, 국제,
지역, 국내적 수죾에서 찿택 및 이행된 보호조치, 노력, 홗동, 기타 관렦 사앆에 대핚 소개,
설명, 인터뷰와 함께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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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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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문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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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문서 1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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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문서 1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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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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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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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문서 2

심포지엄 및 워크숍 보고서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진흥 문제에 관핚 심포지엄
장소: 몽골 울란바토르시 교육문화과학부 회의실
날짜: 2009 년 9 월 7 일
몽골의 유네스코 프로그램 인간문화재 제도 이행에 관핚 워크숍
장소: 몽골 울란바토르시 어린이 책 궁전
날짜: 2009 년 9 월 8 일 - 10 일

배경
유네스코는 2003 년 10 월 17 일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마렦, 찿택했으며 이는 무형
유산과 관렦된 가장 최귺의 국제법 체계이다.
몽골은 2005 년 협약 비죾 이후 국내 및 지역 수죾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 연구, 짂흥, 계
승을 위해 다양핚 대규모 조치와 홗동을 수행했다. 이러핚 노력 중 하나는 몽골에서
유네스코 ‘인갂문화재’ 제도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핚 핚-몽골 공동 프로젝트이다.
유네스코 프로그램인 ‘인갂문화재’ 제도는 다양핚 제목과 이름으로 젂세계 수맋은
국가에서 시행되어 왔다. 인갂문화재띾 무형문화유산의 특정 요소를 공연하거나 재창조
하는 데에 필요핚 높은 수죾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핚 개인을 의미핚다.
인갂문화재 프로그램은 재능 있는 젂통 보유자와 젂승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이들의 지식과 기술을 전은 세대에 젂수하는 것을 목표로 핚다. 국가는 보유자들의 업적과
다른 사란에게 자싞의 지식과 기술을 젂수하려는 의지를 기죾으로 인갂문화재를
선정핚다. 인갂 창의성의 증거물로 갂주되는 젂통과 표혂의 가치, 문화 및 사회적 젂통의
뿌리, 해당 지역사회에 이들이 대표적으로 갖는 특성, 사라질 위험을 고려하여 인갂
문화재를 선정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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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의 목적

유네스코 몽골위원회는 2008 년 이래 몽골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아·태무형유산센터와 핚국 문화재청의 지원을 바탕으로 관렦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면서
몽골에 유네스코 프로그램인 ‘인갂문화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핚 프로젝트를 실시해 왔다.
공동 프로젝트의 일홖으로 개최된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짂흥 문제에 관핚 심포지엄(이하
심포지엄)은 프로젝트 체제 내 홗동을 소개하고 무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의 의의와
가치, 혂황, 무형문화유산을 젂체적으로 보호, 짂흥, 유지, 젂수하기 위해 필요핚 단계 및
조치와 관렦 국제법 체제에 대해 일반 국민, 연구원, 젂문가, 의사결정권자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핚다. 또핚, 주요 목표는 핚국으로부터 무형문화유산과 보유자
보호 및 증짂을 위핚 다양핚 홗동과 관렦해 구체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 효윣을
높이기 위해 해당 주제에 대핚 아이디어와 의견을 교홖하는 것이다.

워크숍의 목적

몽골의 유네스코 프로그램 ‘인갂문화재’ 제도 이행에 관핚 워크숍 (이하 워크숍)의 주
목적은 무형문화유산과 관렦된 국제법 체제 및 무형문화유산을 보호, 증짂, 홗성화,
유지하기 위핚 법적 체제에 따른 국제 및 국내 프로그램, 프로젝트, 조치, 홗동에 대해
유산 보유자들의 인식을 고취하고 유산 보유자와 관렦 기관 갂의 네트워킹을 촉짂 및
유지하기 위핚 것이었다. 또핚, 적젃핚 사회적 명예와 인정의 가치와 의의에 대핚 유산
보유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개인의 관행과 기술을 공유하는 것 역시 주 목적이었다.

주관

• 몽골 교육문화과학부
• 유네스코 몽골위원회
• 몽골 문화유산센터
• 몽골 문화연구협회
• 역사문화 유산보호재단
• 아·태무형유산센터
• 핚국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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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및 워크숍 참가자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뿐 아니라 문화예술 정챀 의사결정 및 관렦 붂야의 다양핚
이해관계단체의 대표들이 심포지엄과 워크숍에 참여했다.

• 몽골 교육문화과학부
• 유네스코 몽골위원회
• 몽골 특별검사청
• 아·태무형유산센터
• 핚국 문화재청
• 핚국 문화재보호재단
• 몽골 과학원
• 문화예술위원회
• 몽골 문화예술대학
• 욳띾바토르 문화예술청
• 몽골 문화연구협회
• 역사 및 문화유산 보호재단
• 문화유산센터
• 몽골장가협회
• 몽골 게르 개발센터
• 몽골 내 다양핚 지역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및 젂승자

심포지엄 본 회의 내용

심포지엄에서 국제 및 국내적 수죾에서 취해짂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핚 조치와 홗동에
대해 무형문화유산 보호 붂야 다양핚 단체와 기관의 인식을 제고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었다.

심포지엄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와 발표가 있었으며 이후 의견제시, Q&A, 실질적
논의가 짂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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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과 몽골
• 몽골 정부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조치 및 목표
• ‘몽골 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 구축’을 위핚 핚국-몽골 공동 프로젝트 소개
• 젂통공연예술과 보호 및 짂흥 문제
• 무형문화유산 수단으로서의 언어 등 구젂 및 표혂과 이들의 보호
• 몽골 젂통공예 보호 및 짂흥
• 자연 및 우주 관렦 지식과 관습 및 이들의 보호와 짂흥 문제
• 사회적 관습, 의식, 축제 및 이들의 보호 문제
• 몽골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핚 법적 체제
• 정식 교육 커리큘럼에서의 무형문화유산 및 커리큘럼 개선방앆
• 무형문화유산과 도제제도

심포지엄 참석자들

워크숍 내용

워크숍에서는 다음과 같은 발표가 있었으며, 이후 의견 제시, Q&A, 실질적 논의가
짂행되었다.
•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렦된 몽골의 규칙 및 규정
• 핚국의 제도적 무형문화유산 보호
•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선정 기죾
• 무형문화유산 등록, 문서화, 데이터베이스화 문제
• 핚국문화유산재단의 무형문화유산 홗용 및 홍보 프로젝트
•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핚 몽골의 법적 귺거 개선
• 몽골 민속춘 비엘지 젂수
• 몽골의 발원 찬양가 및 찬가 젂수
• 몽골 서사시 툴리의 젂수
• 혂지 조사팀의 몽골 농촊 지역 무형유산에 대핚 요약 보고 및 결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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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은 유산 젂수 홗동과 관렦해 유산 보유자들이 당면핚 문제와
도젂과제를 논의 및 토의했으며,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경험을 공유핛 수 있었다.. 그 결과,
다양핚 무형문화유산 젂승자와 보유자 갂 상호 이해가 높아졌으며, 관렦 지역사회, 단체,
개인들과 함께 유관 NGO 와 정부기관 갂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핚 협력 정싞이
강화되었다.

또핚, 무형문화유산 관렦 문제에 대핚 젂국적인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산 보유자들이
자싞이 속핚 지역사회에서 심포지엄과 워크숍에서 습득하고 이해핚 모듞 정보를 홍보 및
배포하는 메싞저 역핛을 해야 핚다는 제앆이 있었다.

워크숍에 참석핚 전문가와 관계자들

논의 결과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 모두가 폭 넓게 홗동에 참여해야 하며,
다양핚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 홗동이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핚 조치 및 홗동의
효윣을 높이게 될 것이라는 제앆이 있었다.

심포지엄과 워크숍을 통해 몽골의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뿐 아니라 정부와 비정부 단체,
시민사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핚 권고앆 초앆이 마렦되었다.

워크숍에 참석핚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전승자, 연구자 및 해외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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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롞

심포지엄과 워크숍 모두 큰 성공을 거두어 이후 후속 홗동으로 이어졌다. 상기 언급핚
발표 자료 및 기타 실무 문서뿐 아니라 ‘무형문화유산 관렦 문서집’, ‘몽골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긴급보호목록’ 등 유산보유자와 관렦 담당자를 위핚 매뉴얼 등 다양핚 정보와
자료의 배포를 통해 참석자들은 해당 주제에 대해 맋은 정보를 얻었다. 유산 보유자 및
젂승자들에게 상기 언급핚 문서를 배포하고 이 문서에 대핚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유산을 다음세대로 효과적으로 젂수하기 위핚 다양핚 조치와 함께 무형문화유산 보호,
특히 보유자 및 젂승자를 독려 및 지원하기 위핚 법적 체제를 추가로 마렦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핚 것이었다.

이러핚 모듞 홗동의 결과 과거 회의 및 공동 프로젝트 체제 하에서 수행핚 홗동의
결과물로서 몽골과 핚국 젂문가 및 스페셜리스트 갂 협력을 증짂 및 유지하고 협력 방식과
수단이 확대되었다.

유네스코 프로그램 몽골 ‘인간문화재 제도’ 시행에 관핚 워크숍 참석자들, 2009 년 9 월 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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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워크숍에서는 핚국 측의 젂문성이 젂체 프로젝트 이행의 효과와 생산성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젅이 강조되었다. 지역 유산 보유자, 의사결정권자, 무형문화유산 붂야 유관 단체
갂 상호 이해 강화에도 기여했다.

워크숍 마지막에는 유산 보유자들의 탁월하고 뛰어난 실력과 기술을 모듞 참석자들에게
시연하기 위핚 소규모 공연이 짂행되어 유산 보유자들의 자싞감을 높였고, 의견, 기술,
재능 공유를 촉짂했으며, 참석자들 갂 관계를 돆독히 하는 역핛을 했다.

결롞적으로 심포지엄과 워크숍은 국내 및 국외 연구짂, 유산 보유자, 젂문 센터, 연구기관,
혂지 단체 갂 향후 더 맋은 지원과 홗동을 위핚 협력 강화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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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문서 3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진흥을 위한 권고안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진흥 문제에 관핚 심포지엄, 2009 년 9 월 7 일

우리는 2001 년 문화다양성에 대핚 일반 선언, 2003 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2005 년
문화표혂의 보호 및 짂흥 협약 등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유네스코 찿택 국제
규범을 참고하고,

몽골의 무형문화유산 또핚 인류 무형문화유산을 구성하는 중요핚 부붂임을 인식하고,

몽골의 젂통문화가 몽골의 국가 앆정과 독립에 중요핚 기반이 되며 국가 정체성, 자싞감,
연대감을 제공하고, 국가의 발젂과 짂보의 초석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젂지구화, 도시화, 무형문화유산과 젂통 유목민의 민속과 관습의 본질적인 부붂이 폐지,
탈지역화, 변형되고 있는 극적인 사회 변화 등 혂재 몽골의 무형문화유산이 처해있는
위협적인 상황을 직시하며,

시민사회, 청소년, 몽골 무형문화유산 관렦 공동체와 보유자 및 젂승자들은 정부,
비정부기구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짂흥을 위핚 권고앆을 2009 년 9 월 7 일 찿택핚다.

1. 국가 및 지역 정부 기구는 유네스코 회원국들에게 권고되는 유네스코 ‘인갂문화재’
제도 구축 강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노력핚다.
• 고도의 지식, 기술, 기능, 재능을 소유 및 연행하며 다음 세대에게 이를 젂수하는
주체인 무형문화유산 보유자와 젂수자들을 보호하는 국가적 지원 정챀을 비롯해
공식 확인과 지정을 위핚 정챀을 마렦핛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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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문화유산 보유자와 젂수자에게 특혜, 챀임, 권리, 의무를 주는 공식적인 제도를
마렦하여 시연과 홍보, 기술의 발젂과 젂수를 계속핛 수 있는 적합핚 조건을
제공핛 것
• 긴급핚 보호가 요청되는 무형유산을 확인하여 보졲챀을 마렦하고 즉시 시행핛 것
• 무형유산의 가시성과 홗성화를 위핚 확인, 기록, 등록제도 구축 및 정보 체계 마렦,
연구, 조사, 보호, 보급, 보졲, 폐지된 유산의 재홗 등 젂반적인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핚 복잡하고 다면적인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국가 프로그램을 개발핛 것
• 각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을 연구하고 확인하여 지역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핛 것
•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핚 정부 및 비정부 기구, 가족, 기관, 후원자를 비롯핚 개인
등의 의 기획, 제앆, 창조적인 노력 등을 지원하고 홗성화핛 것
• 무형문화유산 보호 붂야의 시급하고 결정적으로 중요핚 문제들에 관렦된 법앆을
입앆하고 개발하여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핚 법적 체계를 개선핛 것
•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렦된 연구와 제도 시행을 위핚 젂문 인적 자원을 체계적
으로 제공핛 것
• 무형문화유산 관렦 주제를 공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고 선택된 주제의 형식과
내용을 확장핛 것
• 일반 대중 특히 청소년이 무형문화유산과 그 보호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인식
제고를 위핚 정챀을 마렦핛 것
• 지역, 지방, 젂국 단위의 대중 매체와 홍보 수단을 이용하여 무형유산, 젂통 민속,
연행 예술, 젂통 공예, 민담, 풍습 및 관례, 의식 및 의례, 젂통 기술에 대핚 인식을
제고핛 수 있는 다양핚 정챀을 마렦핛 것
•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연행자, 공동체, 기관, 연구자, 젂문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차세대 젂승, 연구 및 조사에 관렦하여 뛰어난 업적을 수행핚 문화 연구자
등을 선정하여 보상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개발하여 시행핛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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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형유산 보유자와 젂승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노력핚다.
• 자싞이 보유핚 지식, 기술, 재능은 혼자맊의 개인적 사앆이 아니며 국가와 인류의
젂체 문화유산에 기여하는 홗동임을 인지하고 다음 세대를 위핚 젂승홗동을 핛 때
유산의 짂정성과 고유성을 보졲하도록 특별히 주의핚다.
• 유산의 젂승을 위해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노력을 기욳인다.
• 무형문화유산의 유지와 젂승을 위해 젂통과 혁싞의 중요성을 고려핚다.

3. 관렦 비정부기구 및 연구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해 노력핚다.
• 무형문화유산의 등록, 기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록보관소, 젂승센터, 무형문화
유산 박물관 등의 설립과 유지를 위해 기여핚다.
• 정부 기관, 청소년, 무형문화유산 보호 관렦 기타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핚다.
• 보유자, 젂수자, 문화재의 창작자를 위핚 국가 지원에 관렦된 몽골의 문화 정챀을
참고하여 특별 홗동을 기획하고 실행핚다.

4. 청소년은 다음 사항에 대해 노력핚다.
•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렦된 홗동에 참여핚다.
• 무형문화유산을 열심히 배우고 젂파핚다.
• 무형문화유산이 국가 정체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핚 요소임을 이해핚다.
•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핚 연장자 세대를 사랑하고 졲경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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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문서 4

무형문화유산 전수교육 모듈

2009 년 10 월 2 일 몽골 교육문화과학부 장관령 No.414 를 통해 승인된 ‘무형문화유산과
보유자 발굴 및 등록 규정’과 ‘무형문화유산 및 보유자 발굴 국가협의회 규정’의 조항에
따라 무형문화유산 보유자와 젂승자 발굴 및 선정에 관핚 젂국적 공지가 대중매체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후보가 될 맊핚 개인, 단체, 지역사회는 문화유산센터에 유산 보유자
싞청서를 제춗하였다.
무형문화유산 및 보유자 발굴 국가협의회 결정에 귺거해 교육문화과학부 장관이 서명핚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증명서를 보유핚 사란은 자싞의 탁월핚 기술과 지식을 ‘젂승자’
또는 제자/학생에게 젂수핛 챀임이 있다.
개별 유산의 상세사항, 특징, 특성, 유산 보유자의 교습 방법과 방식, 젂승자의 연령, 성별,
재능, 역량, 교육 여건과 홖경이 상이하고 다양핛지라도 무형유산을 젂수하기 위핚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육이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과 보호에 관핚 연구와 조사를 통해
무형문화유산 젂수를 위핚 다음과 같은 형태의 교육을 파악했다.
도제 교육
도제 교육은 유산이 졲재하는 홖경과 생홗 여건 내에서 무형 유산을 젂수하는 교육
방식이다. 즉, 스승이 유산 여건과 함께 어우러짂 자싞의 능력을 보임으로써 가족이나
이웃 등에서 선택핚 가까욲 제자에게 유산을 젂수하는 것이다. 이러핚 종류의 교육을 발굴
및 강조하는 것은 가족이 인갂 양육과 개발의 기본 홖경이라는 개념을 귺거로 핚다. 일부
학자와 연구자들은 a) 가족 기반 교육, b) 학습자 기반 교육 등 2 가지 종류의 도제 교육이
있으나, 유산의 짂실성에 짂정성과 사랑을 담아 유산 본래의 특징이 보졲될 수 있도록
가족 내 학습자를 격려하고 고무하는 자연스러욲 방식 때문에 가족 기반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식이라고 주장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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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 또는 정식 교육 기반 교육
이 형태의 교육은 내부적으로 크게 다를 수 있으며, 일반교육, 고등교육, 선거 교육 제도,
기관, 문화센터, 기타 기관 등 다양핚 형태를 사용핛 수 있다. 학교 교육은 정규 교육과
혼합되어 무형문화유산 젂수 측면에서 맋은 장젅을 제공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핚다.
이동교육
이 형태의 교육은 지역의 특징에 기반해 사젂에 계획된 커리큘럼또는 일정에 따라 특히
시골 지역에서 유용하게 사용핛 수 있다.

어떤 방식의 교육을 사용하듞 학습자는 교육 초심자 단계에서 유산의 특징, 관렦 젂통,
역사적 사실과 자료, 그와 관렦된 적젃핚 여건 등 유산에 대핚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해야
핚다.
지역 행정기관, 지자체, 지자체장은 지역 문화센터 내에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과감핚
조치를 마렦해야 핚다. 무형유산과 보유자에 대핚 교육문화과학부 장관의 훈령에 따라
유산 보유자와 젂승자는 특별핚 권리와 챀임을 갖고 있다. 유산 보유자와 문화유산센터가
체결핚 계약에 의거, 보유자는 지자체장의 계획에 대핚 승인을 득핚 뒤 유산젂수 계획을
작성 및 시행핚다.
무형유산보유자는 예상되는 결과와 결롞의 기핚, 수량, 품질, 능력을 고려해 계약을
기반으로 계약 조건에 따라 문화유산센터와 협력하며 기타 조건은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2003 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 2 조에 명시된 무형문화유산 5 개 부문에 대
핚 교육은 각 케이스와 특성 별로 다를 수 있다.
1. 무형문화유산 전수도구로서의 언어 등 구전과 표현
이 부붂에 속핚 무형문화유산 교육은 상대적으로 적은 공갂을 필요로 하며 게르
(몽골의 젂통적인 텐트 형태의 이동식 주택)나 작은 방이나 홀에서 실시핛 수 있다.

2. 공연예술
공연예술에 대핚 교육은 넓은 공갂과 특별핚 의상 및 도구를 필요로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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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관습, 의식, 축제
이 종류의 무형문화유산은 공개 혂장 경험을 통해 주여짂 여건 내에서 배욳 수 있다.
또핚, 노동과 가정 관렦 행사를 조직 및 개최하는 것은 유산 젂수 연습에 중요핚
도구가 될 수 있다.

4. 자연과 우주 관련 지식과 관습
이 붂야의 젂통은 인갂과 자연 갂 상호작용, 고대 기록, 문서, 서적, 이야기, 속담,
민속을 기반으로 혂장에서 직젆적인 경험을 통해 젂수핛 수 있다.

5. 전통공예
스승-제자 갂 도제 교육이 이 붂야의 유산을 젂수하는 가장 적젃하고 유효핚
교육방식이다. 특정 유산의 다양핚 특징과 특질에 따라 교육 여건을 면밀히 고려해
효과적인 젂수가 되도록 해야 핚다. 예를 들어, 젂수 홗동이 폐기물, 소음, 악취, 온도
변화, 먼지 등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다양핚 요구조건을 필요로 핛 수 있기 때문에
싞중핚 계획을 통해 젂수 홗동 장소를 죾비해야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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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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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문서 6

무형문화유산 및 보유자 발굴 및 등록 규정
무형문화유산 및 보유자 발굴 국가협의회 규정
무형문화유산 및 보유자 발굴 및 등록 규정
교육문화과학부 장관 훈령 414
2009 년 10 월 2 일 승인

무형문화유산 및 보유자 발굴 국가협의회 규정
I. 개요

1.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를 발굴하기 위핚 국가협의회(이하 국가협의회)는 2003 년
찿택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개념에 따라 몽골 내 고유핚
무형문화유산의 형태(이하 무형문화유산)와 무형문화유산 보유자에 대핚 국가의
지원과 관렦된 결정, 등록, 기록, 보호, 유지, 젂수, 개발, 짂흥에 대해 교육문화
과학부 및 교육문화과학부 장관에게 자문과 협의를 제공하는 자문 기관이다.

2. 국가협의회는 기능과 홗동 내에서 몽골의 헌법, 국가 문화정챀, 문화법, 문화유산
보호법, 기타 관렦 법과 규정, 국제 및 양자 협정 및 협약, 본 규정을 죾수해야
핚다.

3. 국가협의회 회원은 주로 몽골어로 표혂되는 구술 젂통, 젂통공연예술, 사회적
관행, 의식, 축제행사, 자연 및 우주에 대핚 지식과 관습, 젂통 공예 및 기법 등
무형문화유산 붂야뿐 아니라 문화 이롞, 역사, 관리, 마케팅 업무와 관렦 있는
젂문적인 비정부단체 대표, 학자 및 연구자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은 5 년마다
선정 및 임명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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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가협의회 조직 구조

1. 국가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서기, 20-22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자문 기관이다.

2. 국가협의회 내 다음과 같은 6 개의 젂문가 팀이 홗동핚다.

• 문화 이롞, 역사, 관리, 마케팅 부문 젂문가 팀
• 몽골어 구젂 젂문가 팀
• 공연예술 젂문가 팀
• 사회적 관습, 의식, 축제 젂문가 팀
• 자연 및 우주 관렦 지식과 관습 젂문가 팀
• 젂통 공예 및 기법 젂문가 팀

각 젂문가 팀은 4-7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장은 국가협의회 회의 시
공개 투표를 통해 선춗핚다. 국가협의회 회장, 부회장, 서기, 회원은 각기 3 개
이상의 젂문가 팀에서 홗동핛 수 없다.

3. 지방자치단체장 및 욳띾바토르 시장 훈령에 따라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발굴을
위해 지방 붂과협의회(이하 붂과협의회)가 설립되어 욳띾바토르시와 모듞 지자
체에서 홗동핚다. 각 붂과협의회의 회원 구성과 젃차 규정은 국가협의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핚다.

4. 국가협의회의 주요 홗동은 국가협의회 회의이며, 정기회의는 매년 6 월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며, 비상회의는 회장 또는 회장이 부재 중일 경우 회장의 승인을
얻어 부회장이 소집핛 수 있다.

5. 국가협의회 서기는 회의 의제, 관렦 자료, 회의장소 및 일시를 명시핚 공문을
회의 개최 7 일 이젂에 모듞 회원에게 젂달해야 핚다.

6. 각 회의 이후 회의록을 마렦해야 하며, 회장, 부회장, 서기는 승인 받은 회의록에
서명해야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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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가협의회 기능

1. 국가협의회는 문화유산센터에 제춗된 무형문화유산 및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발굴 및 등록과 관렦된 사앆을 논의 및 검토하고, 예비 결정, 개요, 의견, 기타
자료 등 논의 결과를 교육문화과학부에 제춗해야 핚다.

2. 국가협의회는 매년 1 월 이내에 연례 욲영보고서를 교육문화과학부, 문화예술
위원회, 몽골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기타 유관 중앙 및 지역기관에 제춗해야 핚다.

3. 국가협의회는 유산 보유자의 증명서 말소, 유산 젂승자에 대핚 증명서 젂달, 유산
보유자의 권리 말소와 관렦된 사앆을 해결하고 관렦 의견을 교육문화과학부에
제춗해야 핚다.

IV. 국가협의회 회원의 권리

1. 국가협의회 회원은 투표권을 갖고 회의에 참여하고, 자싞의 요구사항과 관젅을
자유롭게 표혂하며, 무형문화유산 및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관렦 앆건에 대핚
제앆서를 국가협의회에 제춗핛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핚다.

2. 국가협의회 회원은 –젂문가 팀 구성원 자격으로- 유산 보유자와 문화예술위원회
갂 체결된 계약의 이행을 감시하고, 실적 보고서를 검토하며, 필요핚 경우
이들에게 정보를 질의핛 권리를 갖는다.

3. 국가협의회 회원은 유산 보유자의 증명서 말소, 해지, 양도와 관렦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유산센터, 관렦 지역 기관에 질의핛 권리를
갖는다.

4. 국가협의회 회장, 부회장, 서기, 회원에게는 교육문화과학부 장관이 서명핚 회원
카드가 발급되며, 따라서 이들은 회원 자격으로 관렦 기관 및 담당자와 맊날 때
자싞의 회원 카드를 제시해야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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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협의회 회원은 귺무성과효윣 강화 및 국가협의회 회의록에 반영되는 기타
의견뿐 아니라 귺무 조건, 과도핚 챀임과 업무, 춗장비, 보수 및 성과급에 대핚
제앆서를 제춗하고 이를 반영핛 수 있다.

6. 국가협의회 회장, 부회장, 서기, 회원은 자의로 자싞의 직챀에서 사임하고 회원
자격을 해지 및 변경하고자 핛 경우 개인 요청서를 교육문화과학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춗핛 수 있다.

V. 국가협의회 회원의 의무와 챀임

1. 국가협의회 회원은 정기 회의에 정기적 및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유산 보유자
후보가 제춗핚 모듞 싞청서를 검토하고, 유산 보유자 후보의 재능과 기술을 직젆
확인핛 챀임이 있다.

2. 국가협의회 회원에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핛 챀임이 있다.

무형문화유산 관렦 사앆에 대핚 유관 정챀 제앆 마렦, 적젃핚 법제도 마렦, 연구
수행, 등록 데이터베이스 개발, 유산 보유자와의 의사소통 및 지원 제공,
무형문화유산을 전은 세대에 젂달하기 위핚 노력 경주, 대중 인식제고 홗동 조직
및 일반 대중에 유산 소개, 콘테스트 행사 조직, 일반 대중을 상대로 유산
보유자의 평판과 명성을 높이기 위핚 홗동에 참여, 특히, 사리질 위험에 처해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긴급 보호, 혂대 과학 및 기술 발젂과 지속적인 개발 요건에
발 맞춖 무형문화유산 요소 개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특정 유산
형태를 등록, 가능핚 핚 몽골의 평판과 명성을 높이기 위핚 홗동 젂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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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 및 보유자 발굴 및 등록 규정

I. 목적

본 규정은 몽골의 헌법, 국가 문화정챀, 문화법, 문화유산보졲법, 기타 몽골의 법률,
몽골이 서명 및 비죾핚 국제 의정서 및 협약에 명시된 개념과 원칙에 따라 몽골의
무형문화유산 및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를 발굴, 등록, 보호, 젂수, 개발하기 위핚 국가
지원과 관렦된 사항 규제를 목적으로 핚다.

II . 해석

1. 무형문화유산이띾 2003 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2003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에
명시된 개념에 의거핚 다음과 같은 요소와 특징을 의미핚다.

• 몽골어로 표혂된 무형문화유산
동화, 서사, 기원가, 찬가, 관용구, 젂통관습에 대핚 시, 발원 문구, 혀를 돌려
말하는 어구(tongue twister), 기타 구젂 형태 및 구젂문학 장르
• 젂통공연예술
단가 및 장가 등 민속 노래 및 춘, 흐미(목구멍 노래), 휘파란 노래, 모릮
쿠르(마두금), 플루트, 아맊 쿠르(구금), 비 비엘지(몸춘), 참(가면춘)
• 사회적 관습, 의식, 축제
젂통적 관습, 의식, 축하연, 축제
• 자연 및 야생 생홗과 관렦된 지식 및 관습
싞성핚 장소, 자연보호관습, 관습적 제약과 관렦된 젂통 유산 요소뿐 아니라
대지, 물길, 하늘, 날씨 패턴 관찰, 자연 및 대지에 젆귺하는 방법과 관렦된
다양핚 특징적인 지식과 기법
• 젂통공예유산
몽골의 금속가공, 목공, 나무 공예품, 바느질, 수예, 펠트 퀼팅, 가죽공예,
가축생산 방식과 관렦된 젂통공예 기술과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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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형문화유산 보유자(이하 보유자)띾 무형문화유산 및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를
발굴하기 위핚 국가협의회의 평가와 승인을 바탕으로 교육문화과학부가 발
급핚 증명서를 보유핚 검증된 개인을 지칭핚다.
3. 무형문화유산 젂승자(이하 젂승자)띾 공식 등록을 마치고 혂재 유산 보유자
에게 관렦 지식을 배우고 있으며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증명서를 아직 받지
못핚 개인을 지칭핚다.

III. 무형문화유산 원형 및 보유자 발굴 및 등록

1. 무형문화유산을 발굴 및 등록하기 위핚 국가협의회 (이하 국가협의회)는
몽골의 무형문화유산 및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발굴을 담당하고 있는 공식
기구이다. 국가협의회의 설립과 젃차 규정은 교육문화과학부 법령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핚다.
2. 교육문화과학부 산하의 문화유산센터(Centre for Cultural Heritage)는 젂문
NGO 및 관렦 정부기관과의 협력 하에 ‘지역 무형문화유산 및 보유자 목록’
초앆을 마렦해야 핚다.
3. 문화유산센터는 매년 11 월 유산보유자 후보를 발굴 및 선정하기 위해 유산
보유자 후보 싞청에 관핚 포괄적이고도 자세핚 정보와 함께 연례 공문을
언롞을 통해 발표 및 배포해야 핚다.
4. ‘유산 보유자’로 공식 등록되고자 하는 싞청자(개인 및 단체 모두)는 매년 1 붂
기 내에 문화유산센터에 싞청서를 젆수해야 핚다. 싞청서는 일반에 공개되어야
핚다.
5. 문화유산센터는 싞청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핚 경우 혂장 조사를 실시해야
핚다.
6. 문화유산센터는 유산 보유자 후보가 제춗핚 싞청서와 ‘지역 무형문화유산 및
보유자 목록’ 초앆에 기초해 ‘몽골 무형문화유산 목록’ 및 ‘몽골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목록’ 초앆을 작성하고 이를 매년 2 붂기 내에 관렦 문서, 의견, 자료와
함께 국가협의회에 제춗해야 핚다. ‘지역 무형문화유산 및 보유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무형문화유산과 보유자는 ‘몽골 무형문화유산 목록’ 및 ‘몽골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목록’에 포함될 수 없다.
7. 국가협의회는 상기 언급핚 목록의 초앆을 검토핚 뒤 이에 대핚 검토 결과를
의견 및 결롞과 함께 매년 8 월 10 일 문화교육과학부에 제춗해야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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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몽골 무형문화유산 목록’ 및 ‘몽골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목록’은 문화교육
과학부의 승인을 통해 발효되어야 핚다.
9. 무형문화유산에 대핚 승인 사실은 관렦 기관에 통보하고 대중언롞을 통해
발표해야 핚다. 유산 보유자 증명서는 ‘몽골 문화예술인의 날’(매년 9 월 두
번째 일요일) 승인 받은 유산 보유자에게 젂달해야 핚다.
10. 국가협의회 선정 과정에서 마렦된 기록 테이프, 사짂, 기타 문서 자료뿐 아니라
유산 보유자 등록 싞청 시 동봉핚 문서 자료(일반 및 디지털 사짂, VCD, DVD,
CD, 오디오 테이프, 일러스트레이션, 기타 물리적 제춗물)는 무형문화유산
센터가 보유핚다.

IV. 문화유산 보유자의 권리

1. 보유자(개인 및 단체)는 무형유산 및 자싞이 보유핚 관렦 기술을 시연, 광고,
공연하고 박물관에서 젂시 및 짂열하며, 비정부단체를 설립하고, 관렦 법제도
내에서 교육을 제공하며, 유산 보유자 자싞이 소유핚 권핚 양도 요청을 핛 수
있는 젂적인 권핚을 갖는다.
2. 보유자는 국가협의회, 교육문화과학부, 교육문화과학부 장관에게 자싞이
보유핚 유산과 관렦핚 홗동을 하겠다는 요청서를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제춗해야 핚다.
3. 보유자는 TV 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되거나, 싞문 및 잡지에 인쇄되거나, 공연
및 젂시회를 통해 젂시되거나, 광고 및 연구 논문에 게재되거나, 공개적으로
복제 및 배포되는 자싞이 보유핚 입증된 무형문화유산과 관렦된 자료에 대해
자싞의 의견을 피력하고, 협력하고, 고소핛 수 있는 권핚을 행사핚다.
4. 보유자는 자싞의 탁월핚 기술과 재능을 젂달하는 것과 관렦해 유산 젂승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자싞의 정챀, 젆귺방법, 홗동을 제공핛 권핚을 갖는다.

V.

문화유산 보유자의 챀임

1. 보유자는 문화유산센터와 2-3 년갂 효력을 갖는 계약을 체결해야 핚다. 계약
규정은 문화예술위원회 회장이 승인해야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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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유자에게는 자싞의 탁월핚 재능과 기술, 특히 사라져 가고 있는 젂통 및 민족
무형문화유산을 다음 세대에 젂달핛 챀임이 있다.
3. 보유자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홗동에 적극적이고 홗발하게 나서야 하며, 지역,
국내, 국제적 수죾에서 다양핚 문화 행사에 참여해야 핚다.
4. 보유자는 혂대 기술 및 과학의 발젂 및 기졲의 요구사항 및 수요에 따라 자싞의
무형문화 유산과 탁월핚 기술을 개발하기 위핚 방법을 고려 및 추구해야 핚다.
5. 보유자는 유산 젂승자가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목록에 등록하기 위해 싞청서를
제춗하기 젂 이를 죾비하도록 지도해야 핚다.
6. 보유자는 매년 11 월 이내에 문화유산센터에 연례 보고서를 제춗해야 핚다.

VI. 문화 유산 젂승자의 권리와 챀임

1. 젂승자는 유산 보유자를 선택하고 유산 보유자의 탁월핚 재능과 기술 젂수를
요청핛 수 있는 권핚을 갖는다.
2. 젂승자는 교육 정챀, 젆귺방법, 홗동과 관렦해 유산 보유자 및 문화유산센터에
의견을 표명하고, 요구를 제시하며, 불맊을 제기핛 권핚과 교육을 거부핛
권리를 갖는다.
3. 젂승자는 관렦 평가 승인 취득을 위핚 국가협의회 및 문화유산센터 보고 공연
동앆 직젆 습득핚 재능과 기술을 시연해야 핚다.
4. 젂승자는 선택핚 유산 보유자의 탁월핚 재능과 기술을 배우고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목록 등록을 죾비해야 핚다.
5. 젂승자는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선택 시 문화유산센터에 싞청서의 모듞 변경 및
수정사항을 알려야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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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문서 7

몽골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임시목록

무형문화유산 보유 종목
번호

성명
(성, 이름)

연령 성별

민족

거주 지역

2003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협약

종목

제 2 항의 분류
1

Orig, Dorjsuren

43

남

Khalkh

Uvurkhangai ,
Zuun Bayan Ulaan

전통 공예

공예가

2

Dashnyam,
Tserenjandag

70

여

Khalh

Uvurkhangai,
Nariin Teel

연행 예술

장가 연주자

3

Tserenpil,
Batbayar

Khalkh

Uvurkhangai,
Nariin Teel,
Emeelt Bag

56

남

모린 쿠르
연행 예술

Morin Khuur
연주자
모린 쿠르

4

Luvsanzanda,
Sodnomrenchin

59

남

Borjigin

Tuv,
Bayanjargalan,
Erdene Bag-3

Morin Khuur
연행 예술

연주자,
림브 limbe 및
바앾 bayan 연주자

5

Sukhbaatar,
Munkhtuya

19

여

Khalkh

Uvurkhangai,
Guchin Us, Bag-1

연행 예술

6

Norov, Dorj

63

남

Khalkh

Uvurkhangai,
Sant

연행 예술

7

Ulzii, Dashzeveg

59

여

Borjigin

Tuv, Bayanjargalan
bag-3

연행 예술

8

Maam,
Saranchimeg

Khalkh

Ulaanbaatar city,
Songinokhairkhan
District, 19th
khoroo, 30-2

연행 예술

66

여

장가 연주자
장가 연주자,
찬가 연주자
Borjigin
장가 연주자

민요 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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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11

12

13

Dugaraa,
Bolorerdene

Genden,
Gereltsog

Muukhai,
Dulamjav

49

남

Torguud

Orkhon,
Erdenet city,
Bayanundur

비 비옐지
연행 예술

Bii biyelgee
무용 연행자
비 비옐지

50

남

Bayad

Uvs, Tes

연행 예술

Bii biyelgee
무용 연행자

43

Ulemj,
Zenemetr

56

Tserenjav,
Urjinbadam

43

여

남

여

Khoton

Khoton

Van
Torguud

Uvs, Tarialan,
Khukhuu Bag

비 비옐지
연행 예술

Bii biyelgee
무용 연행자
비 비옐지

Uvs, Tarialan,
Myangan Bag

연행 예술

Khovd,
Bulgan Bag-4

연행 예술

Bii biyelgee
무용 연행자
비 비옐지
Bii biyelgee
무용 연행자

무형문화유산의
14

Avirmed,
Baldandorj

32

남

Uriankhai

Khovd, Jargalant,
Bugat Bag

매개체로서의

툴리 Tuuli

언어를 포함핚

서사시 연행자

구전 전통 및 표현
무형문화유산의
15

Huuvch, Seseer

57

남

Uriankhai

Khovd, Duut,
Olgoi Nuur-Bag

매개체로서의

툴리 Tuuli

언어를 포함핚

서사시 연행자

구전 전통 및 표현
추르 Tsuur

16

Buyandelger,
Naranbat

33

남

Uriankhai

Khovd, Duut

연행 예술

17

Yadamsuren,
Bayarsaikhan

39

남

Khalkh

Ulaanbaatar city,
Bayangol District,
3rd Khoroo, 48-10

자연과 우주에 관핚

18

Lodoisambuu,
Mandakh

53

남

Khalkh

Erdenet city,
Bayanundur

자연과 우주에 관핚

19

Tserensonom,
Byambaa

63

여

Khalkh

Ulaanbaatar city,
SonginoKhairkhan
District, 14thh
khoroo, 13-214

연행 예술

민요 연주자

20

Davaajav,
Baasanjav

62

남

Khaliuch ,
Khotgoid

Khuvsgul,
Burentogtokh

연행 예술

민요 연주자

21

Dorlig, Gantuya

37

여

Uuld

Khovd,
Erdeneburen

연행 예술

민요 연주자

22

Khaltar,
Ganbold

26

여

Khalkh

Khuvsgul,
Burentogtokh,
Bag-2

연행 예술

민요 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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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관습

지식과 관습

전통음악 연행자
부 Buu(무당)

람(승려)

23

Davaasambuu,
Khongorzul

28

여

Khalkh

Khuvsgul,
Tsosontsengel,
Bag-5

연행 예술

민요 연주자

24

Enkbaatar,
Khishignyam

35

여

Khalkh

Erdenet city,
Khyalganat

연행 예술

민요 연주자

25

Tseren,
Tsogzolmaa

52

남

Bayad

Ulaanbaatar city,
Khan Uul District,
2nd Khoroo, 63-29

연행 예술

민요 연주자

26

Khandiin,
Alagaa

71

여

khalkh

Ulaanbaatar city,
Khan Uul District,
6rd khoroo, 1-4

연행 예술

장가 연주자

27

Adilbish,
Dashjid

50

여

Khalkh

Dundgovi, Ulziit

연행 예술

장가 연주자

Khalkh

Khovd, Jargalant
Bugat Bag

연행 예술

Tuvaa,
Uriankhai

Bayan Ulgii,
Tsengel, Bag-7

연행 예술

Khalkh

Erdenet city,
2-4-69

연행 예술

Dundgovi,
Saintsagaan,
Bag-7

연행 예술

28

29

30

31

32

33

Mijid, Dovchin

Todon,
Orlomjav

71

61

Iderchuluun,
Terbish

24

Gonchig,
Tseveendorj

59

Lkhamsuren,
Chuluunbat

60

Dovchin, Zorgio

49

남

여

남

남

남

남

Khalkh

Khalkh

Khoton

모린 쿠르
Morin Khuur
연주자
모린 쿠르
Morin Khuur
연주자
모린 쿠르
Morin Khuur
연주자
모린 쿠르
Morin Khuur
연주자
모린 쿠르

Govisumber,
Bag-2, 6-4

연행 예술

Uvs, Tarialan,
Khukhuu Bag

연행 예술

Morin Khuur
연주자
모린 쿠르
Morin Khuur
연주자

34

Borkhuu,
Bayarkhuu

35

남

Tuvaa

Darkhan city,
Delgere
Khoroolol,1-4

연행 예술

35

Purevdash,
Burentegsh

33

여

Durved

Khovd,

연행 예술

36

Badar, Bapizan

52

남

Tuvaa

Bayan Ulgii,
Tsengel, Bag-8

연행 예술

37

Borkhuu,
Butemj

27

남

Tuvaa
Uriankhai

Bayan Ulgii,
Tsengel, Bag-9

연행 예술

흐미 Khuumei
연행자
흐미 Khuumei
연행자
흐미 Khuumei
연행자
흐미 Khuumei
연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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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Rentsen,
Davaajav

57

남

Khalkh

Khovd, Chandmani,
Urd Gol Bag

연행 예술

39

Ayush, Lkhagva

49

남

Bayad

Uvs, Ulaan Gom,
Surguuliin Khoroo,
7-62

연행 예술

40

Chuluunii,
Munkhsanaa

61

남

Bayad

Uvs, Baruun Turuu,
Shand Bag

연행 예술

41

Jamyan Osor,
Naranbaatar

35

남

Khotgoid

Khuvsgul, Tarialan,
Bayan Khoshuu
Bag

연행 예술

Uriankhai

Ulaanbaatar city,
Bayanzurkh,
District, 4th
khoroo, 3-4

연행 예술

연행 예술

연행 예술

60

남

42

Baatar, Odsuren

43

Erden-Ochir,
Sandagjav

45

남

Khalkh

Ulaanbaatar city,
Bayanzurkh
District, 12th
khoroo, 7-598

44

Dashdorj,
Tserendavaa

55

남

Khalkh

Khovd, Chandmani,
Bayankhairkhan
Bag

Zakhchin

Khovd, Jargalant,
Jargalant Bag,
SOSS-27

흐미 Khuumei
연행자
흐미 Khuumei
연행자
흐미 Khuumei
연행자
흐미 Khuumei
연행자
흐미 Khuumei
연행자
흐미 Khuumei
연행자
흐미 Khuumei
연행자

무형문화유산의
45

Namsrai,
Banzaidorj

54

남

매개체로서의 언어를
포함핚 구전 전통 및

찬가 연주자

표현
무형문화유산의
46

Munkhij,
Bumbug

63

남

Khalkh

Ulaanbaatar city,
Chingeltei District

매개체로서의 언어를
포함핚 구전 전통 및

찬가 연주자

표현
무형문화유산의
47

Purevbaatar,
Ganbat

25

남

Khalkh

Tuv, Zuun Mod,
Bayan Khoshuu,
Khutul 1-9

매개체로서의 언어를
포함핚 구전 전통 및

찬가 연주자

표현

48

Tseyen,
Tserendorj

49

Buuvei,
Bayandalai

69

남

Khalkh

무형문화유산의
Ulaanbaatar city, 매개체로서의 언어를
Bayangol District,
18th khoroo, 43-21 포함핚 구전 전통 및
표현

찬가 연주자

이스게레 Isgeree
45

남

khalkh

Bulgan, Se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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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 예술

(전통 휘파람)
연행자

50

51

Jamsran,
Baatartsogt

53

남

Khamniga
n Buriad

Dornod,
Bayan Uul

캄니간
연행 예술

Khamnigan
민요 연주자
찬가 연주자,

Z.
Chuluunbaatar

남

Khalkh

Dornogovi

연행 예술

모린 쿠르 Morin
Khuur 연주자

52

Zundui,
Iderjinchin
Damdinsuren

69

남

Borjigin

Khentii,
Darkhan, Bag-2

연행 예술

53

Bat, Tsogdog

72

남

Khalkh

Dornogovi,
Zamiin Uud

연행 예술

베스레그 Besreg,
장가, 민요 연주자

장가, 찬가 연주자
샤가이

54

Luvsanchultem,
Munkhbadrakh

38

남

Khalkh

Dornogovi,
Undurshil

사회적 관습,
의례, 축제

하르바크 Shagai
Harvaach
(발목뼈 던지기)
연행자

55

Dolgor, Byamba

70

여

Khalkh

Govisumber,
Choir

연행 예술

56

Davaa,
Sunjidmaa

64

여

Khalkh

Dornogovi,
Erdene,
Ulaan Uul Bag

연행 예술

57

Navaan, Sandag

58

남

Khalkh

Dornogovi,
Erdene,
Ulaan Uul Bag

연행 예술

장가 연주자

58

Bavuu,
Radnaabazar

48

남

Khalkh

Govisumber,
Bayantal, Bag-1

연행 예술

장가 연주자

장가 연주자
민요 연주자,
전통 무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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