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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문서�1�

가이드북�목차�

몽골의�무형문화유산�

�

 

배경�

 

몽골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 구축을 위한 골 공동 프로젝트의 주요 활동 중 하나인 

유네스코 인간문화재 제도 도입을 위해 몽골의 무형문화유산 및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및 

전승자 발굴을 위한 일련의 현지조사가 실시되었다.  

 

 

제�1장�

 
모국어, 구전 전통과 표현  (저자: S. 두람) 

· 구전 시가 Oral poems 

· 구전 산문 문학 Oral prose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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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예술과 몽골의 놀이 (저자: N. 우르트나산, S. 윤덴바트, Z. 투멘-울지) 

· 동물 어르는 노래 Singing for animal coaxing 

· 재미있게 부르기 Giingoo: the jokey call 

· 말을 주제로 한 암송 Horse title recitation 

· 레슬러를 주제로 한 암송 Wrestler title recitation 

· 몽골 흐미 Mongol Khöömei 

· 전통 휘파람 불기 Traditional art of whistling 

· 턱 하프의 전통 예술 Traditional art of jaw harp 

· 전통예술 쑤르 Mongolian traditional art of Tsuur 

· 자장가 Lullaby 

· 몽골 전통의 짧은 노래 Mongolian traditional short song 

· 몽골 전통의 긴 노래 Mongolian traditional lo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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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의 전통 음악 악기 Mongolian traditional music instruments 

· 말 조종을 위한 모린 쿠르 Morikh khuur: Horse-headed fiddle 

· 몽골 비 비옐기 Mongol bii biyelgee 

· 참 가면춤 Tsam mask dance 

· 몽골 서커스 Mongolian contortion 

· 놀이와 장난감들 Mongolian games and t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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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전통 공예 (저자: L. 밧추룬) 

· 바느질과 뜨개질 Needlework and knitting art 

· 전통의상 제작기술 Traditional costume-making knowledge making 

knowledge 

· 가죽공예 Hide and leather crafts 

· 펠트-퀼트 공예 Felt-quilting crafts 

· 뼈, 뿔, 상아공예 Bone, horn and tusk crafts 

· 목판공예 Wood engraving crafts 

· 몽골 게르(거주용 천막) 만들기 Mongolian ger making 

· 몽골 놀이그림 Mongolian game paintings 

· 조각과 종이반죽 공예 Sculpture and papier-mâché crafts 

· 몽골 책 제작술 Mongolian book-making art 

· 대장장이 기술 Blacksmithing art 

· 몽골 장신구 Mongolian ornaments 

· 몽골 전통 서예 Mongolian traditional calli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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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지식과 관습 (저자: G. 곤고르자브) 

· 전통 의술과 치료법 Traditional medicine, remedy 

· 전통 수의학과 치료법 Traditional veterinary, remedy 

· 전통적으로 구전되는 셈법 Traditional oral mathematics 

· 천문학적 지식 Astronomic knowledge 

· 날씨 관련 전통지식 Traditional knowledge concerning the weather 

· 전통적 측정법 Traditional measurement 

· 신앙체계, 몇몇  관련 의식 Belief system, some rituals concerned 

· 생계와 사물 관련 전통지식 Traditional knowledge concerning 

livelihood and objects 

· 몽골음식과 음료 Mongolian food and bever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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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습, 의식 및 축제행사 (저자: Kh. 삼필덴데브, N. 우르트나산, T. 

도르즈다그바) 

· 자연과 우주 관련 관습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 

· 생계 관련 관습 Practices concerning livelihood 

· 가정, 가족 관련 관습 Practices concerning household and family 

· 믿음과 종교 관련 의례 Rituals concerning beliefs and religions 

· 축제, 기념행사 Festivals, festive ev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