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10�한-몽골�협력 

몽골�무형문화유산�가이드북�발간�

지원사업�보고서�

 

 

 

 

 

 

 

 

 

아태무형유산센터�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re for Asia and the Pacific 

�



 

�



 

�

목�����차�

 

 

 

�

사업보고서�

1 | 개       관 086 

2 | 목       적 087 

3 | 사업 개요  088 

4 | 사업 결과 091 

�

부속문서�

1 | 가이드북 목차 094 

2 | 가이드북 발간 관계자 정보 097 

3 | 회의 안건 및 행사 일정표 097 

4 | 행사 참가자 명단 102 

5 | 배포 자료 목록 107 

6 | 사업 평가회의 발표 자료 121 

7 | 언론 보도 자료(온라인) 136 

8 | 사업 관련 사진 138 

9 | 몽골 무형유산 자료복원 및 디지털화 지원사업 사전조사   148 

�



 

 

� �



 

�

��

�

�

�

�

사업보고서�

�

사업명�

한-몽골�협력�몽골�무형문화재�보호제도�구축�지원사업��

(몽골�무형문화유산�가이드북�발간�지원을�위한�한-몽골�3차�협력사업)�

�

사업기간�

2010년�7-12월�

�

지원기관�

한국�문화재청�

�

주관기관�

아태무형유산센터�

�

수행기관�

몽골�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

몽골문화예술위원회�

�



86 몽골 무형문화유산 가이드북 발간 지원사업 보고서 
 

�

개���관�

 

 

한-몽골 협력 사업인 ‘몽골 무형문화재 보호제도 구축 지원사업’은 양국 내 관계자 간 수 

차례의 협의를 거쳐 2008 년도에 공식적으로 착수되었다. 

 

2008 년에 ‘몽골 유네스코 인간문화재 제도 보급’이라는 표제 하에 1 차년도 사업이 

시행되었다.  1 차년도에는 여러 나라의 법적 문서를 조사 및 대조하여 몽골에 적용할 수 

있는 초안 마련 등의 문서작업, 몽골에 적합한 입법 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초기 

무형문화유산 보호 자료의 보완 등이 주를 이루었다. 

 

2 차년도 사업은 2009 년에 ‘몽골 무형문화재 보호제도 구축 지원사업’이라는 표제 하에 

시행되었고 사업 틀 안에서,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를 발굴하는 주요 조사가 몽골의 여러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이러한 조사 외에도,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진흥에 관한 심포지엄, 

몽골 내 유네스코 프로그램 인간문화재 제도 이행에 관한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더불어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진흥을 위한 권고안’과 ‘무형문화유산 전수 교육 모듈’이 

마련되었다. 2008 년에 마련된 자료에 대해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은 몽골 무형문화유산 

보호 제도의 기틀을 구축하는데 극히 중요한 일이었으며, 실로 성공적인 사업 결과라 할 

수 있다. 앞서 말한 자료에는 ‘무형문화유산 및 보유자 발굴 및 등록 규정’, ‘몽골 

무형문화유산 국가 목록’, ‘무형문화유산과 보유자의 지정, 등록, 보호, 전승, 개발, 진흥을 

위한 국가 지원 규정’, ‘무형문화유산 및 보유자 지정을 위한 국가협의회 규정’이 포함된다. 

 

최종적으로, 2 차년도 사업의 기틀 안에서 무형문화유산 가이드북의 초안 작업이 

실시되었다. 

 

3 차년도에는 2 차년도에서 마련된 초안을 상세히 기술하는 작업, 무형문화유산 관련 사진 

수집, 도서 레이아웃 작업 및 디자인, 발간이 이루어졌다. 결과물로, ‘몽골의 

무형문화유산’이라는 272 쪽의 도서가 발간되었으며, 2010 년 12 월 8, 9 일 이틀 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출판기념회 및 사업 평가회의가 개최되었다.  



목적 87 
 

�

목��적�

 

 
본 3 차년도 사업은 무형문화유산 보호 분야의 실무적 역량을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몽골 무형문화유산 가이드북을 몽골어 및 영문으로 발간함으로써 대중의 인식을 고취 시

키고 또한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공동체, 청소년, 연구자, 정책결정자 간의 관계를 긴밀히 

하여 조직적인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또한 가이드북은 몽골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와 함께 무형문화유산의 개념

과 다양한 측면, 국제, 지역, 국가 차원에서 취해진 주요 보호 활동과 조치 보급에 기여할 

것이다.  

 

가이드북은 몽골어 및 영문으로 발간되어, 몽골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해당 

주제에 대한 일반 대중과 무형문화유산의 분야 이해당사자들의 인식 증대를 촉진할 것이

다.  

 

몽골 무형문화유산 가이드북 몽골어판과 영문판은 무형문화유산 분야 국내외 연구자, 전

문가를 위한 참고 서적이 될 것이며, 몽골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인식 제고 도구로써 이들

의 무형문화유산, 전통문화 및 민속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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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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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북 발간을 위해 600 장 이상의 사진을 수집하고 본문 레이아웃을 디자인하였다. 본

문은 무형문화유산의 다섯 가지 영역을 다룬 5 개의 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수정하고 

편집하여 영어로 번역하였다.  

 

저자, 번역가, 편집자 명단 

 

장 저자 편집 번역 
번역 감수 및 번역 

서문 

우르트나산 (Ur

tnasan. N,), 박

사,  몽골문화예

술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우르트나산 (Ur

tnasan. N,) 

박사, 몽골문화

예술위원회 수

석 전문위원 

노민다리(Nom

indari. Sh) 

석사, 

유네스코 몽골 

자연문화유산

보호재단 사업

담당자 

돌즈고토브(Dorjgotov.N), 

몽골 국립대학교 명예교수 

1 
언어 및 구전

 전통과 표현 

두람(Dulam.

S), 박사, 몽골 

국립대학교 교

수 

모롬잠츠(Molo

mjamts. L), 석

사, 유네스코 자

연문화유산보

호재단 행정과

장 

돌즈고토브 돌즈고토브 

피터 마샬( 

Peter Mars

h), 캘리포니

아대학교 음

악과  Gradu

ate Coordina

tor 

2 몽골 공연예

술 및 놀이 

윤덴바트(Yund

enbat.S), 문화

유산센터 무형

문화유산과장 

 

우르트나산 

 

삼단(Samdan.

Ts), 세계유산 

연구, 훈련, 홍

보 센터 소장 

 

투멘-울지(Tu

잔찬노로브(Jan

tsannorov. N),

 이학박사, 몽골

예술위원회 위

원장 

노민다리 돌즈고토브 
피터 마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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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Ulzii.Z), 

국제지능박물

관 관장 

3 몽골 전통 공

예 

밧출룬(Batchul

uun. L), 교수, 

박사 

 

마잔 사라브 

(Marzan shara

v), 예술아카데

미 소장 

아마르바야스

갈란(Amarbay

asgalan. D), 예

술학 박사 

노민다리 돌즈고토브 
피터 마샬 

4 전통지식과 

관습 

곤고르자브(Go

ngorjav. G), 박

사, 

국가명예 문화

인물 

볼드사이칸(Bol

bsaikhan. B), 

이학박사, 국립

의료원 의사 

바트자르갈(Bat

jargal. Kh), 번

역가 

 

돌즈고토브 

돌즈고토브 
피터 마샬 

5 사회적 관습, 

의례 및 축제 

삼필덴데브(Sa

mpildendev. K

h), 

 

우르트나산 

 

돌즈다그바(Do

rjdagva. T), 박

사, 몽골국립대

학교 교수 

출룬(Chuluun. 

S), 박사, 

몽골과학연구

소 역사연구센

터 소장 

돌즈고토브 

 

사인바야르(Sai

nbayar. U), 

문화유산센터 

무형문화과 직

원 

돌즈고토브 
피터 마샬 

 

몽골 ‘울란바토르 출판사’에서 총 550 권의 책이 발간되었다. 

 

 

 

책자 발간에 맞춰 세계 무형문화유산 사진전과 함께 출판기념회가 개최되었다. 행사는 

2010 년 12 월 8 일, 국립교향악전당과 몽골국립현대미술관에서 실시되었으며, 아래와 같

이 여러 고위간부들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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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르드(Mr. Bold. R) 몽골 대통령 자문관(대통령실 대표)  

친고리그(Mr. Chinzorig) 몽골 총리 자문관(몽골 정부 대표) 

반즈라크(Mr. Banzragch) 몽골 의회 대변인 자문관 

오트곤바야르(Mr. Otgonbayar. Yo) 몽골 교육문화과학부 장관 

르카그바수렌(Mr. Lkhagvasuren. B) 몽골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나란준(Mr. Naranzun. B) 몽골 교육문화과학부 예술문화정책국장  

엔크바트(Mr. Enkhbat. G) 문화유산센터 소장 

달라이자르갈(Mr. Dalaijargal. D) 유네스코몽골위원회 사무총장 

 

이들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협동학교 프로젝트(ASPNet) 참여학교, 무형문화유산 NGO 및 

협회, 연구소, 박물관 관계자,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및 연구자, 언론 매체 관계자 등 다양

한 사람들이 행사에 참석하였다. 

 

고위간부들과 명사들이 공식석상에서 가이드북 발간을 축하하며 이 책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했다. 가이드북은 초청된 참석자들과 학교들에 배포되었다. 

 

2010 년 12 월 9 일에 사업평가회의가 열렸고 한국과 몽골 양 국가에서 사업 관련 임원들

과 개인들이 참여하였다. 이 세미나는 아이디어와 의견을 공유하고 사업 관련 현안들, 앞

으로의 도전과 진행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으며, 양측은 이를 통해 앞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언급하였다. 몽골 측은 지역회의를 조직해야 할 중요성과, 아시

아 태평양 지역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협약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NGO 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어 한국 측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심화 프로

젝트와 프로그램, 특히 보존된 자료 및 도구의 복원과 디지털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냈다. 아태무형유산센터 담당자들은 국가들 간의 정보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과 첨단기술을 이용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제반 활동에서

의 그들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12 월 10 일에, 박물관 및 몽골과 울란바토르 구역 21 개 지방(aimags)의 교육문화부서 담

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형문화유산의 목록 작성에 관한 심포지엄이 몽골 문화유산센

터에 의해 조직되었다. 우리는 ‘몽골의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책을 배부하였고 참조를 위해 

그들의 소속과 성명을 등록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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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의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몽골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가이드북의 몽골어

판와 영문판의 발간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프로젝트 과정은 다소의 시간과 노력을 필

요로 했다. 특히 몽골의 의례, 지식, 관습, 민속의 번역은 이러한 것들이 오래되거나 전문

적인 난해한 용어와 결합되어 있었으며, 이를 서구의 문맥으로 전환하여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은 몽골 무형문화유산이 가진 끝없는 원천의 보편적 

영역을 망라한 첫 번째 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일련의 연구자료 출판을 이루어내

기 위한 심화활동의 구체적 기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각급학교, 교육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독립체들로의 도서보급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2010

년까지 완료될 것이다. 

 

이 책이 젊은이, 학생, 무형문화유산 보유자와 실연자들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자극

제로 쓰일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현재 우리가 몽골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기반을 펼쳤으

므로, 심화된 방향으로 사업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모든 몽골인들을 대표하여,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하여 우리와의 오랜 협력

과 사업성과의 공유를 통한 지속적인 헌신을 보여준 아태무형유산센터와 문화재청에 진

심 어린 감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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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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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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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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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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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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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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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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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북�발간�관계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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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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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편집자 

우르트나산 노로브 박사 URTNASAN NOROV, PhD, Professor 

 

편집자 

아마르바야스갈란 다킨수렌 박사 AMARBAYASGALAN Daakhinsuren, PhD, 

Professor 

볼드사이칸 바담자브 박사 BOLDSAIKHAN Badamjav, ScD, Professor 

도르즈다그바 토구츠 박사 DORJDAGVA Togooch, PhD, Professor 

잔찬노로브 낫자그 박사 JANTSANNOROV Natsag, ScD, Professor 

체벤도르브 담단수렌 박사 TSEVEENDORJ Damdinsuren, ScD, Professor 

출룬 산필돈도즈 박사 CHULUUN Sanpildondov, PhD, Professor 

 

미술편집자 

Printing layout and design: ERDENESAIKHAN Booyu 

디자인 및 레이아웃 : 에르데네사이칸 부유 

 

교열 

몰롬잠츠 르카그바수렌 석사 MOLOMJAMTS Lkhagvasuren, Master 

 

인쇄교정 

알탄투야 아유쉬자브 ALTANTUYA Ayushjav 

부얀도그토크 도르즈 BUYANTOGTOKH Dorj 

두렌자르갈 아유쉬 DUURENJARGAL Ay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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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다리 샤그다르수렌 NOMINDARI Shagdarsuren 

오크사이칸 볼드바타르 OCHSAIKHAN Boldbaatar 

삼단 체데브수렌 SAMDAN Tsedevsuren 

 

사진제공 

몽골 국립박물관 Mongolian National Museum 

국제 유목문명연구소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Study of Nomadic Civilizations 

감마 사진 에이전시 ‘Gamma’ photo agency  

코브드 지방박물관 Museum of Khovd province  

둔드고비 지방박물관 Museum of Dundgobi province 

and 

저자 및 연구자들의 개인소장자료 Personal archives of the authors and researchers 

 

사진작가 

L. 바출룬, B. 볼드사이칸, S. 간다바르, A. 두렌자르갈, Sh. 게렐사이칸,  

B. 밧수크, U. 렌첸도리, U. 사인바야르, S.차츠랄트, S. 윤덴바트, B. 에르데네사이칸, 

 Sh. 노민다리, 조하니 커텟 

Batchuluun. L, Boldsaikhan. B, Ganbayar. S,  Duurenjargal.A, Gerelsaikhan. Sh, 

Batsukh. B, Rentsendorj. U, Sainbayar. U, Tsatsralt. S, Yundenbat. S, Erdenesaikhan. 

B, Nomindari. Sh, Johanni Curtet  

 

이 책은 한국 문화재청과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ISBN 978-99962-0-277-3 

© 모든 저작권은 보호됩니다. 인용, 출판, 복사를 위해서는 책과 저자의 이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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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문서�3�

회의�안건�및�행사일정표�

�‘몽골의 무형문화유산’ 출간기념회  
유네스코 대표무형유산 목록과 긴급보호목록에 등재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전시개최 ‘살아있는 유산 : 무형유산 탐사’  
한-몽골 4개년 협력 ‘몽골 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 구축 지원사업’ 평가회의 
� 
 

2010.12.08 수요일 

유네스코 대표무형유산 목록과 긴급보호목록에 등재된 무형문화유산 관련 사진전 개최 

‘살아있는 유산 : 무형유산 탐사’ 

장   소 몽골 국립 현대미술관 

시   간 14:30  

주   최 Introduces the event 

한국문화재보호재단과 

UNESCO 승인기관인 

자연문화유산 보호재단 간의 

조인식 

자연문화유산 보호재단 이사장 N. 우르트나산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세섭 이사장 

개회사 자연문화유산 보호재단 이사장 N. 우르트나산 

환영사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세섭 이사장 

축사 유네스코 몽골위원회 사무총장 D. 달라이자르갈  

사진전 개최 (2010.12.8-12) 

‘몽골의 무형문화유산’ 출판기념회 

장   소 국립교향악전당 

시   간 15:30  

책 소개 자연문화유산 보호재단 이사장 N. 우르트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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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기념회 개회사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B. 라카그바수렌 

환영사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세섭 이사장 

고위 인사들에게 책 증정 저자 N. 우르트나산 

전통공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감사 및 축하인사 

전통공연 

폐  회 

환 영 만 찬 

장   소  에메랄드 베이 식당 

시   간 19:00 

 

2010.12.09 목요일 

한-몽골 4 개년 협력 ‘몽골 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 구축사업’ 평가회의 

장   소 몽골과학아카데미 회의장 

시   간 10:00 

10:00-10:05  개회사 자연문화유산 보호재단 이사장 

N. 우르트나산 

10:05-10:18 환영사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세섭 

이사장 

10:18-10:35 몽골 무형유산 보호 제도 구축을 위한 골 

협력 사업 소개 

자연문화유산 보호재단 이사장 

N. 우르트나산 

10:35-10:50 몽골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제도 구축 몽골 교육문화과학부 

문화예술정책국 부국장 Ts. 

자르갈사이칸 

10:50-11:05 몽골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진행과정과 향후 과제 

몽골특별감사원 문화재분야 

선임감사 Ts. 센드수렌 

11:05-11:20 몽골 무형유산 종목 등재 및 보유자 인정: 

무형유산 목록 작성을 중심으로 

문화유산센터 무형문화과장 S. 

윤덴바트 

11:20-11:35 무형유산 보호 제도 구축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협력 과제 

아태무형유산센터 연구조사팀장 

박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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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12:30 

 

토론 

사업평가 – 도전과 전망 

후속조치 – 무엇이 행해질 필요가 있는가? 

전체 참가자 

12:30 Lunch 

13:00 현장답사 

우르트나산 박사, 일행 및 통역사 동행 

이세섭 이사장, 박원모 팀장, 

차보영 

13:00~ 관광 및 출발 (노미코 동행) 양정환, 조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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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문서�4�

행사�참가자�명단�  
 

 

No Name & Affiliation Representing sector 

1 Mr. Bold. R - Presidential Adviser  대통령 자문관  R. 볼드 몽골 대통령실 

2 Mr. Chinzorig – Adviser of Prime Minister  총리 자문관  친조리그 몽골 총리실 

3 Mr. Banzragch – Adviser of Parliament Speaker of Mongolia 

몽골 국회 대변인 자문관 반즈라그츠 
몽골 국회사무처 

4 Mr. Otgonbayar. Yo - Minister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s of 

Mongolia 교육문화과학부  장관 Yo. 오트곤바야르 

몽골 정부 

5 Mr. Lkhagvasuren. B - Chief, Implementing Agency of Mongolian 

Government- Culture and Arts Committee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B. 르카그반수렌 

6 Mr. Naranzun. B - Chairman, Department of Culture and Arts Policy,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s  교육문화과학부 B. 나란준 

7 Mr. Enkhbat. G -Chief, Centre for Cultural Heritage  

문화유산센터 소장 G. 엔크바르 

8 Mr. Dalaijargal. D - Secretary-General, Mongoli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유네스코 몽골위원회 사무총장 D. 

달라이자르갈 

9 Mr. Orgodol – Chairman, Tourism Department at Ministry of Tourism 

and Environment 관광환경부 관광과장 오르고돌 

10 Ms. Narantuya – Specialist, Ministry of Tourism and Environment 

관광환경부 전문가 나란투야 

11 Mr. Narantsogt. Ch – Chairperson, External Cooperation Department 

at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s  

교육문화과학부 외부협력과장 Ch. 나란소그드 

12 Ms. Oyunbileg. Z – Specialist,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s 교육문화과학부 전문가 Z. 오윤빌레그 

13 Mr. Jargalsaikhan. Ts -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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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과학부 Ts. 자르갈사이칸 

14 Mr. Ochirbat – Chairperson, Culture and Arts Committee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오키르밧 

15 Ms. Munguntuul - Chairperson, Culture and Arts Committee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문군툴 

16 Ms. Tsendsuren. Ts – Senior specialist, State Professional Inspection 

Agency 몽골특별감사원 문화재분야 선임감사 Ts. 센드수렌 

17 Mr. Batchuluun. L  L.밧추룬 

저자 

18 Mr. Gongorjav. G G. 곤조르자브 

19 Mr. Dulam. S S. 두람 

20 Mr. Batbayar. B B. 바트바야르 

21 Mr. Yundenbat. S S. 윤덴바트 

22 Mr. Samdan. Ts Ts. 삼단 

23 Mr. Tumen-Ulzii. Z Z. 투멘-울지 

24 Mr. Urtnasan. N N. 우르트나산 

25 Mr. Jantsannorov. N N. 잔찬노로브 

편집자 26 Mr. Boldsaikhan. B B. 볼드사이칸 

27 Mr. Molomjamts. L L. 몰로미암츠 

28 Mr. Dorjgotov. N N. 도르즈고토브 

번역자 29 Mr. Sainbayar. U U. 사인바야르 

30 Ms. Nomindari. Sh Sh. 노민다리 

31 Representatives from School No. 24 24 번 학교대표 

유네스코 협동학교 

프로젝트 

32 Representatives from School No. 45 45 번 학교대표 

33 Representatives from School No. 31 31 번 학교대표 

34 Representatives from School ‘Mongen’ 몬겐 학교대표 

35 Representatives from School ‘Ireedui’ 이레두이 학교대표 

36 Mr. Bat-Erdene – Principal, Cultural University   

문화대학교 학교장 바트-에르데네 

교육기관 

37 Ms. Sonintogos – Principal, University of Culture and Arts  

문화예술대학교 학교장 소닌토고스 

38 Mr. Odsuren – Overtone singing teacher, University of Culture and Arts 

문화예술대학교 배음성악강사 오드수렌 

39 Mr. Tuvshintugs – State honored teacher  국가명예교사 투브쉰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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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Mr. Batsuren – Principal, Songino-Khairkhan school  

손지노-카이르칸 학교 교장 밧수렌 

41 Mr. Lkhagvasuren. Kh- Director, University ‘Chinggis Khaan’  

칭기스 칸 대학교 책임자 Kh.르카그바수렌 

42 Mr. Munkhbaatar – Staff member, Language and Literature Institute  

언어문화연구소 직원 문크바타르 

연구기관 

43 Mr. Adya. G – Academic secretary,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Mongolian Academy of Sciences  

몽골 과학아카데미 사회과학연구원 학사조교 G. 아댜 

44 Ms. Tsetsegjargal – Staff, Department of Arts Study,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몽골 국립대학교 예술학과 직원 쳇세그자르갈 

45 Mr. Battulga – Specialist, Educational Institute 

교육기관 전문가 바툴가 

46 Ms. Batchuluun, Principal, Informal Educational Institute  

정보교육기관 관장 바출룬 

47 Mr. Saruulbuyan – Director, Mongolian National Museum  

몽골 국립박물관 관장 사룰부얀 

박물관 48 Ms. Sarantuya – Director, Zanabazar honored Fine Arts Museum   

자나바자 기념 순수미술박물관 관장 사란투야 

49 Ms. Tsedmaa – Director, Theatrical Museum  연극박물관 관장 체드마 

50 Ms. Oyunchimeg – National Archive of Mongolia  

몽골 국립기록원 오윤치멕 
기록원 

51 Mr. Chilaajav – Director, Mongolian National Library   

몽골 국립도서관 관장 칠라자브 
도서관 

52 Ms. Oyunbileg – Director, Children’s Library  어린이도서관 관장 

오윤빌렉 

53 Mr. Naranbat – Tsuur flute player  트수르 연주자 나란바트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54 Mr. Baldandorj – Epic singer  서사시 창자 발단도르즈 

55 Mr. Sandagjav  - Khoomei performer, State philharmonic  

국립교향악단 흐미 연주자 산다그자브 

56 Mr. Balgan – Biyelgee dancer  비옐지 무용수 발간 

57 Ms. Nanjid – Biyelgee dancer 비옐지 무용수 난지드 

58 Mr. Naranbadrakh – Khöömei singer 흐미 창자 나란바드라크 

59 Mr. Zagd-Ochir - Khöömei singer 흐미 창자 자그드-오키르 

60 Mr. Naranbat – Horse headed fiddle p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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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인도하는 노래 연주자 나란바트 

61 Mr. Tuvshinjargal – Long song singer  장가 창자 투브쉰자르갈 

62 Ms. Chimedtseye – Long song singer  장가 창자 치메드체예 

63 Mr. Batsuuri. J – Chairman, Management office of World Heritage-

Orkhon valley cultural landscape  

오르혼 계곡 세계문화유산 운영사무소 소장  J. 밧추리 

비정부기구 및 협회 

64 Mr. Ganbaatar – Staff, Management office of World Heritage-Orkhon 

valley cultural landscape  

오르혼 계곡 세계문화유산 운영사무소 직원 간바타르 

65 Mr. Boldbaatar – Director, Association for Promoting Craftsmanship 

공예진흥협회 협회장 볼드바타르 

66 Mr. Bayarmagnai – Director, Association of Horse trainers  

말 조련사 협회 협회장 바야르마냐이 

67 Mr. Danzan – Director, Association of Mongol Wrestling  

몽골레슬링협회 회장 단잔 

68 Mr. Batjargal – Association of Transmitting Bii Biyelgee  

비 비옐지 전승협회 바트자르갈 

69 Mr. Baatarjav – ‘Ikh Khugsu’ Association 이크 쿡수 협회 바타르자브 

70 Mr. Ayurzana – Director, Police Child Care Center  

경찰 어린이보호센터 소장 아유르자나 

71 Mr. Khos-Erdene – Staff, Police Child Care Center  

경찰 어린이보호센터 직원 코스-에르데네 

72 Mr. Shagdasuren. D– Journalist, Mongolian National Public Radio  

몽골 국영 라디오방송 기자 D. 샤그다수렌 

언론 

73 Mr. Ravdan. G – Reporter, ‘Ekh Oron’ TV  

Ekh Oron TV 리포터 G. 라브단 

74 Journalist from ‘MM agency’, Mongolian National Television  

몽골 국영방송 MM 에이전시 방송기자 

75 Journalist from UBS TV UBS TV 방송기자 

76 Journalist from MN 25 TV 25 TV 방송기자 

77 Journalist from TV 5 TV 5 방송기자 

78 Journalist from TV 9 TV 9 방송기자 

79 Journalist from C1 TV C1 TV 방송기자 

80 Journalist from NTV NTV 방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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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Journalist from SBN TV SBN 방송기자 

82 Journalist from news.mn news.mn 기자 

83 Journalist from olloo.mn ollloo.mn 기자 

84 Journalist from gogo.mn  gogo.,mn 기자 

85 Journalist from ‘Montsame’ Agency ‘몬트사메’ 에이전시 기자 

86 Journalist from ‘Niigmiin toli’ newspaper ‘니그민 톨리’ 신문기자 

87 Journalist from ‘Undesnii Shuudan’ newspaper ‘운데스니 슈단’ 신문기자 

88 Journalist from ‘Udriin sonin’ newspaper ‘우드린 소닌’ 신문기자 

89 Journalist from ‘Unen’ newspaper ‘우넨’ 신문기자 

90 Ms. Rebekkah – Ethnomisology researcher from Australia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민족음악 연구자 레베카 
 

91 Ms. Altantuya 알탄투바 

주최측 

92 Mr. Batbayar 바트바야르 

93 Ms. Bolormaa 볼로르마 

94 Ms. Munkhjargal 문크자르갈 

95 Ms. Buyantogtokh 부얀토그토크 

*대리참석자의 이름은 수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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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관련�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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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슈어�내용��

�

· 무형문화유산이란 무엇인가? 

· 무형문화유산은 왜 보호되어야 하는가? 

· 몽골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현황은 어떠한가? 

·  ‘몽골의 무형문화유산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Mongol Nation’ 요약 

· 유네스코 인가 비정부기구 ‘자연문화유산 보호재단 Foundation for the Protection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개요 

· 협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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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발표자료�

‘『몽골의�무형문화유산』�도서소개’�

노로브�우르트나산�(몽골�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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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언론보도자료�

 

‘몽골의 무형문화유산’ 출판기념회 

 

• 장소 : 국립교향악전당 

• 일시 : 2010 년 12 월 8 일 15 시 30 분 

• 주최 : 몽골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 아태무형유산센터 

• 공동주최: 몽골문화예술위원회, 한국 문화재청, 몽골 국립교향악단, Sparkle of the 

Spirits 재단, 유네스코 협력학교 몽골위원회, 세계유산 교육진흥연구센터, 몽골 레슬

링 협회, 말 조련사 협회, 공예진흥협회 

 

우리는 유네스코 협약의 원칙, 개념과 지도를 준수하며 ‘몽골의 무형문화유산’ 가이드북

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무형문화유산의 5 개 분야에 따라 5 장으로 되어 있으며, 각 

장은 몽골 무형문화유산의 해당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방언, 민속, 전통지식과 기술, 문화적 인공물, 공예, 전통 공연예술, 놀이와 장난

감들, 순수하고 인간적인 사고방식, 귀중한 풍습, 전통, 관습과 기념행사들은 끝이 없으

며, 풍부하고 수많은 특징과 의미를 보여줍니다. 

 

한 권의 책이 몽골 무형문화유산의 모든 종목과 형태를 담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는 오늘날 몽골 사람들과 유목민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행해져 온 유산 종목들과 표현들

을 포함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잊혀졌으나 최근에 점차 되살아나고 있는 

전통문화유산이 포함되었습니다. 

 

가이드북은 몽골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함께 무형문화유산의 개념과 

그 다양한 측면, 주요 활동,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수준에서 

이루어진 조치들의 확산에 점차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무형문화유산의 다섯 가지 분야를 아우르는 5 장으로 구성된 본문은 시간과 노력 모두

를 요구하는 일련의 검토와 편집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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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어와 영어로 참고도서가 출간된 이래, 이 책은 일반 대중과 주어진 주제에 대한 무

형유산 현장에서 관련 사업자들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국가 수준 뿐 아니라 국제적

인 수준에서 지원하였습니다. 

 

몽골의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몽골어와 영어 판본의 이 참고도서는 앞으로 무형문화유

산 분야의 국내외 연구자들, 전문가들과 현장전문가에게 참고자료로서 쓰이게 될 것이

며, 또한 '몽골의 무형문화유산‘ 책 속의 무형문화유산, 전통문화와 민속에 관한 청년들

의 이해를 깊게 하는 의식 고취의 수단으로도 활용될 것입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다양한 자료로부터 600 장 이상의 사진들이 준비되었으며, 본문의 

레이아웃 디자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각급학교들과 기관들을 포함한 다양한 독립체들로의 도서배포가 시작되었으며 2010 년 

내에 완료될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없이, 이 책은 몽골의 청소년, 학생들,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과 실연자들을 

포함한 일반 대중의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주된 자극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몽골에서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토대를 펼쳤기 때문에, 다양한 방향에서의 프로

젝트 활동 지속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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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문서�6�

사업�평가회의�발표�자료�

�

�

�

‘몽골�무형유산�보호제도�구축을�위한�한-몽골�협력사업�소개’�

우르트나산�(몽골�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이사장)�

 

문화다양성은 인간 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따라서 이는 보호받아야 하

고 더 나아간 번영을 위해 유리한 조건을 약속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문화다양성을 

발전시키고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인류 앞에 놓인 긴급한 사안 중의 하나가 

되어 왔습니다. 39 년 전, 세계와 유네스코 문화관련 인사들의 진취성과 선의 덕에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이 체결되었으며, 그 때 이래로 계속 시행되어 왔습니다. 

2010 년 현재, 185 개 회원국이 협약을 맺었으며 세계유산목록 내의 900 개 유산이 등

록되어 추가적인 보호와 영예를 누리고 있습니다. 몽골에서는, 중앙아시아의 유명한 소

금호수인 우브스 호(Uvs Nuur Basin)와 오르혼 계곡(Orkhon Valley Cultural 

Landscape)가 각각 2003 년과 2004 년에 등재되었습니다. 

 

2001 년 31 차 총회에서 유네스코는 ‘문화다양성선언’, 2003 년에는 ‘무형문화유산 보

호협약’, 2005 년에는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을 채

택하였습니다. 이들 국제적 법적 장치들의 채택과 활용은 모든 인간의 지적 삶의 본질인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몽골은 다양한 유형의 무형문화유산들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

회경제적 복잡함으로 인해 몽골의 무형문화유산은 악화되고, 사라지며 파괴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몽골 무형문화유산의 취약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대공황

의 부정적 결과들을 포함하는 몇몇 주요 요인들이 몽골 사회가 그들의 국가정체성, 문화

유산과 전통을 도외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공산주의에서 현대사회로 바뀌는 변환기에 

사회경제적, 문화적인 측면에서 초래된 부정적 현상들과 혼란이 있었고 세계화, 도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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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최신 대중문화가 유행했습니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이유 때문에, 몽골의 무형문화유

산은 소멸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소멸로부터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몽골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능력을 갖추고 강화시

키기 위해, 몽골정부와 민간사업자들은 근년부터 국제기구들과 함께 많은 조치들을 취

하기 시작했다. 훌륭하게도, 몽골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과 그 보호에 관한 일반적 의식

과 자각이 비교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러 나라들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은 몽골에서 새로

운 것입니다.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은 매우 제한적이었는데, 2008 년경까지는 전통문화, 

공연예술과 민속 개념만을 포함하였습니다. 

 

아직 몽골에서 무형문화유산 및 그와 관련된 측면, 쟁점에 관한 최신 정보들의 보급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선 2003 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과 무형유산 보호협

약의 실행을 위한 운영지침의 번역과 보급을 제외하면, 몽골의 무형문화유산과 그 관련 

측면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국제적으로 인정된 체계적인 참조는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

다. 이것은 무형문화유산의 기본 개념, 보호조치와 접근법, 협약의 목적과 원칙, 무형문

화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의 조치들과 프로그램들의 원칙, 공동체의 참여가 갖는 중

요성 등을 포함한 무형문화유산 관련 중요 사안들에 대한 오해와 오역의 위험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일반 대중과, 보호시스템과 그 방법을 갖

추기 위해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개발과 활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사람들 또한 

가르쳐야 할 필요성이 최근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실제 현장 활동에서 여러 사업자들, 특히 관련된 공동체, 전통 보유자들, 

연구자들, 관련 공무원과 정책입안자들에게 무형문화유산의 기본적인 개념과 연관된 

측면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유네스코 몽골국가위원회는 한국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지원을 받아 ‘몽골 유네스코 인

간문화재 프로그램 실행’이라는 이름의 한국-몽골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08 년에 시작되었으며, 몽골 무형문화유산의 전반적인 보호 및 개발을 

위해 관련 사업자들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조치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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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체계 내에서, 다음의 주요 활동들이 실행되었습니다. 

· 서부, 중부, 동부 및 고비사막 지역에서 선택된 아이막(지방)들의 무형문화유

산과 그 보유자들에 대한 현장조사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현장조사는 무형문

화유산의 보유자와 실연자들을 정의하고, 그들의 독창적이고 특별한 기술, 지

혜, 지식, 방식, 기량, 과학적이며 예술적인 중요성에 대한 기타 지적 교육을 

기록화하고 현장에서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장조사 결과는 몽골 무

형문화유산의 종합적인 보호를 위한 후속활동의 직접조사자료로 사용될 만큼 

높은 중요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008, 2009) 

· ‘무형문화유산의 발굴과 등록에 대한 규정’, ‘무형문화유산 및 보유자 발굴 국

가협의회 규정’, ‘무형문화유산 및 보유자 발굴 국가협의회 자격종목’를 포함

한 중요 자료들의 초안을 완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몽골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우호적인 입법환경을 갖추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서류들은 교육

문화과학부의 장관령 제 414 호로 승인되었습니다. (2009) 

· 공인을 위한 국내 무형문화유산 임시리스트를 완성하였으며, 이는 2009 년 교

육문화과학부의 장관령 293 호로 승인되었고 2010 년 장관령 제 92 호로 개정

되었습니다. (2009) 

· 몽골의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참고도서의 텍스트 준비 (2009) 

· 몽골의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참고도서의 몽골어 및 영어 판본 인쇄 (2010) 

 

우리는 이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매우 중요한 결과들을 얻었습니다. 

· 훌륭한 입법환경의 구축 

·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정부의 관심을 고취시켰으며 일부 재정지원을 제공

받기 시작함 

·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 증가 

· 정부, 비정부기구들, 여러 사업자들 간의 협력 및 공동작업 강화 

· 무형문화유산 종목과 그 보유자들에 대한 국가목록작성 수립 

· ‘ 몽골의 무형문화유산 ’  참고도서 ‘몽골의 무형문화유산(The ICH of 

Mongols)’ 발행 

 

몽골어와 영어 판본의 이 참고도서는 앞으로 무형문화유산 분야의 국내외 연구자들, 전

문가들과 현장전문가에게 참고자료로서 쓰이게 될 것이며, 또한 '몽골의 무형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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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속의 무형문화유산, 전통문화와 민속에 관한 청년들의 이해를 깊게 하는 데 목표를 

둔 의식 고취의 수단으로도 활용될 것입니다. 

 

합의된 협력활동들은 앞으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수행할 것입니다. 

· 무형문화유산과 그 보유자들을 발굴하는 표준 및 영속적 국가기록정보시스템 

진척 

· 음성 및 영상녹화를 통한 무형문화유산 종목들의 기록화, 보급을 위한 중요자

료 DVD, CD 제작 

· 노후하거나 위험에 처한 몽골 관련 무형문화유산의 저장과 디지털화 

· 몽골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웹사이트 개발 

· 가족 혹은 인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젊은 세대들에게 특정 국가적 무형문

화유산을 전달할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여러 유형의 ‘전수자’ 교육 또는 견습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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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무형문화유산�보호제도�구축’�

자르갈사이칸�(몽골�교육문화과학부�문화예술정책국�부국장)�

  

1990 년대부터 몽골이 세계를 향해 점차 열린 나라가 되고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였다는 사실에 감사를 표하며, 국민적 자존심에 대한 관념이 점차 회복되고 있으

며 전통문화유산의 회복과 보호에 우호적인 사회적 조건이 형성되었습니다. 몽골 정부

도 이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 발전시

키기 위한 많은 활동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오늘날의 변화무쌍한 세계 속에서도 정체성

을 지키기 위해 대중들로부터 나온 의지, 의도 및 헌신에도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몽골 국회에서의 문화유산보호법 채택, 몽골 대통령에 의한 모린 쿠르, 우르

틴 듀, 흐미 전통유산의 명예 부여와 전승에 관한 법령 발효, '전통문화 발전에 관한 국

가 프로그램‘의 채택, 모린 쿠르, 우르틴 듀, 흐미와 비 비옐지에 관한 국가 프로그램과 

이들의 시행이 주요 성과입니다. 

 

1997 년부터, 유네스코와 협력하기 위한 기회가 저희들에게 열리기 시작했고, 몽골 전

문가들이 유네스코 프로그램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무형문화유산 보

호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Central Asian Epic’ 국제심포지움이 1998 년 몽골에

서 조직되었습니다. 이 때, 저희의 문화계 인사들과 예술가들이 국립무형문화유산센터

를 창립하고, 새롭게 창립된 센터를 기반으로 모린 쿠르 연주자들, 우르틴 듀 창자들, 장

가 시인들, 비 비옐지 무용수들과 흐미 창자들의 등록과 음성 및 시청각 및 기타 유형의 

기록화를 위한 진심으로 고결한 활동들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밖에, 몽골 교육문화과학부와 문화예술위원회, 기타 비정부기구들은 정기 전통문화

축제를 조직하고 전통공연예술과 공예에 대한 대회들과 전시들을 구성하였으며, 전통

문화, 예술, 실습과 몽골 전역의 지방 및 도시들의 축제이벤트들을 촉진하기 위한 기타 

조치들을 채택하였는데 이 또한 진전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대한민국 문화재청과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몽골 무

형문화유산의 보호에 목적을 둔 일련의 프로젝트들을 시행해왔습니다. 이러한 프로젝

트들의 추진 과정에서 우호적인 합법적 배경을 형성하며, 무형문화유산의 목록 기반을 

설정하고, 몽골에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을 확인 및 지원하기 위한 유네스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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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간문화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몽골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시스템 수립을 위한 

주요 정책들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권고안,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의 잠정적인 

목록과 함께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들은 제각기 작성되었습니다. 

2008 년에 아주 정교하게 작성된 정부 허가는, 무형문화유산과 그 보유자를 인정하기 

위한 규정과 규칙, 국가 대표 무형문화유산 목록과 긴급보호목록에 더하여 프로젝트의 

정말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무형문화유산과 그 소유자들의 확인, 등록, 보호, 전승, 

발전과 진흥에 관한 국가 지원 규정’, ‘무형문화유산과 그 소유자들의 확인에 관한 국가

위원회 규칙’을 포함하고 있으며 몽골 무형문화유산 보호 시스템의 기틀을 잡는 큰 중요

성을 가집니다. 

 

몽골-한국의 공동 프로젝트는 몽골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매우 성공적인 결과물

들을 도출해냈습니다. 우리의 한국 동료들에게 감사하며,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의 친

밀한 협력관계가 앞으로도 지속되고 더 많은 성과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

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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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무형유산�보호를�위한�법률�제정�:�진행과정과�향후�과제’�

센드수렌�(몽골특별감사원�문화재분야�선임감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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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무형유산�종목�등재�및�보유자�인정�:�무형유산�목록�작성을�중심으로’�

윤덴바트�(몽골�문화유산센터�무형문화유산과장)�

�

한국 문화재청과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우리는 최근 몇 년간 몽골의 무

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들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

에서 우호적 입법환경 형성, 무형문화유산 목록화 지원사업 수립, 몽골 무형문화유산 보유

자들을 지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유네스코 인간문화재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해 몽골 무형

문화유산의 보호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주요 조치들이 채택되었습니다. 

 

몽골은 2005 년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 가입하였습니다. 비준 이래, 몽골은 

자국 영토 내에 남아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해 왔습니다. 몽골 

전통 장가(중국을 포함한 다민족들으로 구성됨), 몽골 전통축제 나담, 몽골 전통예술 흐미

와 매사냥(아시아와 유럽 12 개 국가로 구성됨)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

재되었습니다. 몽골의 서사시, 몽골 쑤르 전통음악, 몽골 전통춤 비 비옐기는 유네스코의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몽골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 종목들을 보호하고 그 보유자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자, 몽골 정부와 교육문화과학부는 국가 대표 무형문화유산 목록,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형문화유산 국가목록, 숙련된 솜씨와 기술을 가진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의 국가

목록을 승인하였으며, 매년 위의 목록들을 강화해나가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목

록을 더 발전시키고, 보호조치를 지정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관점에서, 직접적으로 관련 

공동체, 모임들과 관련 비정부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해 무형문화유산 종목들을 지정 지명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몽골 대표목록과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형문화유산들의 목록화 사업은 위의 목표

들을 실행함으로써 국가 무형문화유산 목록을 갱신하고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를 지정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확립하며, 무형문화유산과 그 보유자들에 대한 국가등록 정보시스템을 

수립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위 시스템의 성공적인 수립과,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실행은 이러한 영역에서 심화된 일련

의 연구와 보호활동들을 위한 기초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적인 차원에

서 현존하는 무형문화유산과 그 보유자들에 대한 우선 등록 작업을 조직화하여 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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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등록 작업은 이후 행해질 심화 활동들의 중요 자료로 고려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몽골 무형문화유산의 국가목록 작성을 위한 협력사업의 몇 가지 성과를 말하고

자 합니다. 

 

몽골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 종목들을 보호하고 그 보유자들(의 의식)을 고취하려는 

목적으로, 70 개 종목들이 국가 대표 무형문화유산 목록, 18 개 종목들이 긴급한 보호를 필

요로 하는 무형문화유산 국가목록, 100 명의 보유자들이 숙련된 솜씨와 기술을 가진 무형

문화유산 보유자들의 국가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본 사업수행 전에, 별도의 시스템이나 규정 없이 부분적으로 열악하게 무형문화유산 목록 

작성 사업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우리는 앞으로 매년 발전

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영속적인 목록화의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 전에 있었던 무형문화유산 목록화 활동은 연구진이 있었던 곳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는 몽골 영토 내에 존재하는 모든 행정구역을 포괄하

는 국가 차원의 ‘무형문화유산과 그 보유자들에 대한 최초 등록 작업’을 수행하여, 목록화

의 범위가 국가적 차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숨(지방의 하위 행정단위), 호루(구역의 하위 

행정단위), 중간단위의 지방과 구역에서 무형문화유산 등록에 적합한 인물들과 정보방법

론 학자, 공무원들을 지정하고 그들의 맡은 바를 알리며, 필요한 작업규정과 자문을 제공

함으로써, 우리는 무형문화유산과 그 보유자들에 대한 국가등록과 정보시스템의 지속적

인 운영방안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수행 중에, 우리는 수도 울란바토르의 9 개 구역과 21 개 지방의 329 개 숨 중 

283 개를 포함한 몽골 행정구역의 85%에서 처음으로 ‘주요 무형문화유산과 그 보유자 등

록 작업’을 할 수 있었고 전체 88 개 무형문화유산과 3,339 명의 사람들이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로 지정 등록되었습니다. 

 

이 중 57 명의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과 그들의 기술, 연주들은 음성녹음과 영상 녹화로 

기록되었으며, 이는 공연예술 50 개, 전통사회활동과 의식 2 개, 전통공예 5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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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국가목록과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형문화유산 목록 지정을 위해 대중, 관련 

문화유산 공동체, 활동가들의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는 위의 리스트를 발전시키고 매

년 보완하기 위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준비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지방과 숨에서는 그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보호하며 후속세대에게 전승해야 할 의무를 갖

는 그들의 고유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목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과 대중의 참여 증가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이

해 및 보호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증가하였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연구, 지정 및 기록화에 대한 지식과 방법론은 문화관련 행정가들, 

연구자들, 정보 및 등록 담당자들, 무형문화유산 보유자와 기타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증가해 왔습니다.  

무형문화유산 목록은 미래의 창조성을 불러일으키는 기초를 제공함과 동시에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무형문화유산의 기록화와 보호를 진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최초의 기본 

작업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보다 발전되고 일관성 있는 보호조치를 갖추려는 목표를 갖고 무형문

화유산 목록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고자 하며, 이 분야 한국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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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보호제도�구축�지원사업의�의의와�향후�협력과제’�

박원모�(아태무형유산센터�연구조사팀장)�

 

1. 들어가는 말  

 

• 세계화 도시화 과정에서 변형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무형유산의 보호를 위

하여 2003 년에 유네스코에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채택됨에 따라 무형유

산 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풍부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 다양한 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아태 지역은 무형

유산의 보고라고 불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형유산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미

흡하고 보호를 위한 제도적 행정적 기반이 부족  

• 일찍부터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여 모범적으로 시행함으로

써 무형유산 보호 분야의 선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공

헌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를 설립  

 

2. 센터의 목적과 기능  

 

가. 목  적  

• 센터의 임무는 문화다양성 증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무형유산보호협

약에 의거하여 아태지역의 무형유산을 보호하는 것  

• 센터의 목적은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아태 지역의 지역 역량을 증진  

 - 아태 지역 국가들의 무형유산보호협약 이행 증진  

 - 관련 공동체 참여 확대와 일반 대중에 대한 인식 제고  

 - 아태 지역의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역량 강화  

 -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및 국제 협력 증진  

나. 기  능  

• 무형유산 관련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 체계 구축  

- 아태지역 무형유산의 목록작성 및 기록 작업 지원  

- 무형유산 데이터베이스 및 아카이브 구축 작업  

- 노후 혹은 손상 자료 복원, 보존 및 디지털 작업  

- 메타데이터를 개발하여 아카이브 간의 연계 촉진  

• 축적된 무형유산 관련 정보와 자료의 활용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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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유산에 관한 디지털 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 인식 제고를 위한 관련 도서, 시청각 자료 등 홍보물 발간  

- 무형유산 관련 지적재산권 보호 활동 증진  

• 무형유산의 전승과 보급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체, 그룹, 개인 간 네트워크 

구축  

- 공연·전시 등 지역 및 국제 수준의 무형유산 공개 행사 개최  

-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모범 활동 사례 발굴 및 백서 발간  

- 무형유산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및 그룹 단위의 네트워크 회의 개최  

• 무형유산 보호에 관한 정보 및 지식의 원활한 교류를 위하여 지역 및 국제적인 네

트워크 강화  

- 무형유산 분야의 센터 및 기관 간 국제 연계망 구축  

- 무형유산 보호 활동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전문가 풀 운영  

- 무형유산 관련 지식과 정보를 원활히 획득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포털 웹사이

트 운영  

 

3. 몽골 무형유산 제도 보급 사업 평가  

 

가. 사업개요  

• 사업 기간 : 2007-2010 년(4 개년)  

• 주관 기관 : 아태무형유산센터, 유네스코몽골위원회(’07-’09), 

몽골역사문화유산보호재단(’10)  

• 후원 기관 : 문화재청(한국), 문화예술위원회(몽골) 등  

나. 주요 내용  

• 2007 년 : 양국 전문가 교류  

- 한-몽골 무형문화재 제도 활용을 위한 1, 2 차 전략회의(8 월, 11 월)  

• 2008 년 : 무형유산 제도 구축 및 법률 작업  

- 몽골 무형문화유산 보호 법률 초안 작성  

- 2008 년 골 무형문화유산 제도 전문가회의(12 월)  

- 몽골 무형유산 보유자 발굴 현지 조사(몽골서부지역)  

• 2009 년 : 현지 조사 및 보유자 선정  

- 중부 및 고비 지역 무형유산과 보유자 발굴을 위한 현지조사  

- 무형유산 및 보유자 발굴 작업과 보유자 관련 임시 목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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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심포지엄 및 선정 보유자 훈련 워크숍 개최  

- 몽골 무형유산을 소개하기 위한 가이드북 제작 준비 등  

• 2010 년 : 몽골 무형유산 가이드북 발간  

- 몽골 무형문화유산 가이드북 제작(몽골어, 영어)  

- 사업 최종 평가세미나 및 출판기념 행사 개최  

- 인식 제고를 위한 유네스코 무형유산 사진전 개최  

다. 사업 성과  

• 몽골 무형문화유산 보호 관련 법률 제정(교육문화과학부 장관 훈령 293, 2009 년 

7 월 8 일 승인)  

• 몽골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정책 구축  

• 몽골 무형문화유산 국가목록 작성  

- 대표목록 5 개 분야 71 개 종목 작성  

- 긴급보호목록 8 종목 작성  

• 몽골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58 명 명단 작성  

• 몽골 무형문화유산 종목 소개 책자(몽골어, 영어) 제작  

 

4. 향후 과제  

 

• 지난 4 년 동안 몽골은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고 국가목록 및 보유자 선정 작업을 

실시하는 등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체제를 마련되었다고 평가됨  

• 한편, 아태무형유산센터는 내년부터 정식으로 유네스코의 지역센터로서 특히, 정

보 및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한 무형유산 보호 활동에 더욱 중점을 두지 않으면 안 

됨  

• 따라서 한-몽골 협력 사업 또한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보다 발전된 관계를 만들

어 나가야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방향의 과제를 제시함  

- 무형유산의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무형유산 보호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무형유산 종목 기록작업, 무형유산 관련 훼손 자료의 디지털화, 무

형유산 관련 웹사이트 구축)  

- 전문가, 전승자, 전문기관, NGO 등 무형유산 관련 기관 및 개인 간의 온/오프

상의 네트워크 구축(전문가 및 NGO 회의 개최, 전승자 간의 교류 행사 추진, 

온라인상의 무형유산 대화방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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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온라인) 

 

 

 

국가 언론포털 웹사이트 

 

http://news.gogo.mn/photo/80280 

 

http://news.gogo.mn/r/80273 

 

 

Montsame 방송국 에이전시 홈페이지 

 

http://www.montsame.mn/index.php?option=com_news&task=news_det

ail&tab=201012&ne=417 

 

 

현대미술관 홈페이지 

 

http://www.art-gallery.mn/archives/4031 

 

 

Altangadas 신문 홈페이지 

 

http://www.altangadas.mn/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

&id=535:2010-12-08-05-14-30&catid=35:news&Itemid=164 

 

 

가장 큰 방송중의 하나인 News.mn 홈페이지 

 

http://art.news.mn/content/43503.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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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tulhuu.com':  

 

http://www.tulhuur.com/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

d=213301:%D0%AE%D0%9D%D0%95%D0%A1%D0%9A%D0%9E-

%D0%B3%D0%B8%D0%B9%D0%BD+%D0%B6%D0%B0%D0%B3%D1

%81%D0%B0%D0%B0%D0%BB%D1%82%D1%83%D1%83%D0%B4%

D0%B0%D0%B4+%D0%B1%D2%AF%D1%80%D1%82%D0%B3%D1%

8D%D0%B3%D0%B4%D1%81%D1%8D%D0%BD+%D0%B1%D0%B8%

D0%B5%D1%82+%D0%B1%D1%83%D1%81+%D3%A9%D0%B2%D2

%AF%D2%AF%D0%B4%D1%82%D1%8D%D0%B9+%D1%82%D0%B0

%D0%BD%D0%B8%D0%BB%D1%86%D0%B0%D0%B0%D1%80%D0

%B0%D0%B9&catid=110:soyol-urlag&Itemid=238  

 

 

홈페이지 'bolod.mn': 

 

http://bolod.mn/modules.php?name=News&nID=46841 

 

 

여행자 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touristinfocenter.mn/news_more.aspx?NewsID=310 

 

 

몽골 신문의 통합정보사이트 

 

http://sonin.mn/?p=104583  

 

 

홈페이지 'medee.mn':  

 

http://www.medee.mn/content/21078.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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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사진�

�

�

�

�

출판기념회�및�무형유산�사진전�플래카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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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무형유산센터와�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담당자�간�회의�

�

��

사진전�‘살아있는�전통�:�무형유산�탐사’�전�모습�(2010.12.08)�

�

��

배포자료�(2010.12.08)�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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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살아있는�전통�:�무형유산�탐사’�전�모습�(2010.12.08)�

�

��

�

우르트나산�박사와�Ekh�Oron�TV 의�전시관련�인터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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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전에서�양�주최기간�간의�조인식�

�

��

방송기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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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회에서의�Yo.�오트곤바야르�장관�연설�

�

��

전시회에서의�이세섭�이사장의�연설�

�

��

출판기념회에서�우르트나산�박사의�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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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카그바수렌�씨의�출판기념회�개회�

�

�

�

출판기념회�참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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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섭�이사장의�개회사�

�

�

몽골�대통령자문관�볼드�씨의�출간�축사�

�

��

장가�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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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옐기�공연�

�

�

환영만찬에서�이세섭�이사장님의�연설�

�

��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에서�아태무형유산센터에�명예증서�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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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평가회의�(2010.12.09)�

�

��

회의�참여�관계자�



부속문서 8 147 
 

 
전체�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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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문서�9�

몽골�무형유산�자료복원�및��

디지털화�지원사업�사전조사��

              

 

1. 개 요 

 

가. 사 업 명 : 몽골 무형유산 관련 자료복원 및 디지털화 지원사업 사전조사 

 
나. 출장기간 : 2010.12.4(토)~9(목), 5박 6일 

 

※ 출장 중 추가사업 참석 및 진행 

• 12.8(수) : 무형유산 사진전 개회식 진행 및 몽골 무형유산 가이드북 발간 기념식 

참석 

• 12.9(목) : 몽골 무형유산 보호제도 구축 사업 평가회 참석 

※ 박원모 연구조사팀장은 12.11(토)까지 연장 체류하며 ‘몽골 무형문화재 보호제도 

구축 사업’(ODA)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음. 

 

다. 장 소 : 몽골 울란바토르  

 

라. 출 장 자 : 3명 

• 박원모(아태무형유산센터 연구조사팀장) 

• 조만수(아태무형유산센터 창립TF팀원) 

• 양정환(한국고음반연구회) 

 

마. 주요목적 

• 몽골의 훼손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 관련 매체 자료 조사 

• 자료 복원 및 디지털화를 위한 제반 시설 조사 

• 장비 및 기술 지원 등 몽골 내 기관 역할 강구 

• 내년도 자료 복원 및 디지털화 지원 사업 근거 자료 수집 

 

바. 소요예산 : 8,975,76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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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가. 정부기관 방문 

• 방문기관 : 문화예술위원회, 유네스코몽골위원회, 몽골자연문화유산재단 

• 방문일자 : 2010.12.6(월), 7(화) 

• 주요내용 

- 내년도 대 몽골 사업 추진을 위한 몽골 정부 협조 요청 

- 몽골 내 기관별 업무 분담 및 협력 강화 방안 마련 

- 자료 복원 및 디지털화 관련  간 정책적 내용 논의 

 

나. 무형유산 자료 조사 

• 방문기관 : 언어문화연구소, 예술문화연구소 

• 방문일자 : 2010.12.6(월), 7(화) 

• 주요내용 

- 기관별 보관 자료 조사 및 장비 수준 검사 

- 자료 복원 및 디지털화 기술적 내용 논의 

 

다. 국립기관 협력 요청 

• 방문기관 : 몽골국립라디오방송국, 국립기록보관소 

• 방문일자 : 2010.12.6(월), 7(화) 

• 주요내용 

- 내년도 복원 및 디지털화 사업 관련 국립기관의 협력 요청 

- 필요 장비 지원 및 기술 자문을 위한 정책방안 논의 

 

3. 기관별 업무협의 내용 

 

가. 언어문화연구소 

 

1) 목 적 

• 무형유산 관련 자료 현황 및 장비 점검  

 

2) 방문일시 : 2010.12.6, 10:00~11:30 

 

3) 참 석 자(6명) 

• 투무르토구(언어문화학연구소장) 

• 우르트나산(몽골자연문화유산재단 이사장) 

• 박원모(아태무형유산센터 연구조사팀장) 

• 조만수(아태무형유산센터 창립TF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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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환(자료 복원 전문가) 

• 후드레(통역) 

 

4) 주요내용 

• 자료 현황 

- 1950~80년대 녹음한 릴 테이프(구소련 및 동독 산) 자료 800점 보유 

- 장가, 구전동화 등 구전문학 자료 다수 보유(몽골 내 최다) 

- 보유 자료 중 야외 녹음 자료가 많아 잡음 보정 필요 

- 다수 종목 동시 녹음된 자료 복원 시 분리 작업 필요 

- 예산 및 기술 부족으로 자료복원 작업 부진 

• 장비 현황 

- 1970년대 헝가리, 스위스, 중국 산 재생기 4대 보유 

- 보유기기의 일부 기능 작동이 되지 않는 등 온전치 못함 

- 자료 보존을 위한 작업(공회전) 필요 

- 일부 진행 중인 디지털화 자료의 보관체계 부실 

• 추진 방안 

- 원본자료 복원 및 디지털화 작업 동시 진행 

- 자료 종류별 분류체계 구축 

- 음악 전문가 및 기술자 동시 작업 참여 

- 무형유산 홍보용 자료 별도제작 

- 필요 장비 몽골국립라디오 협조 요청 및 센터 지원 

• 고려사항 

- 관련 분야 학자 및 일반대중에 복원 및 디지털 자료 공개 필요 

- 센터의 일부자료 보관 및 활용을 위해 저작권 문제 해결 절차 병행 

- 아태지역 국가 자료 축적을 위한 자료 네트워크 구축에 활용 

 

나. 문화예술위원회 

 

1) 목 적 

•내년도 자료복원 및 디지털화 사업 관련 몽골 정부 협력 방안 논의 

 

2) 방문일시 : 2010.12.6, 12:00~13:30 

 

3) 참 석 자(6명) 

•다시돌시(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과장) 

•우르트나산(몽골자연문화유산재단 이사장) 

•박원모(아태무형유산센터 연구조사팀장) 

•조만수(아태무형유산센터 창립TF팀원) 



부속문서 9 151 
 

•양정환(자료 복원 전문가) 

•후드레(통역) 

 

4) 주요내용 

• 센터 방문 목적 및 사업 추진 계획 설명 

• 센터 추진 사업에 대한 감사 표명 

• 문화예술위원회 조직 및 주요업무(2011년 전통문화예술축제 등) 설명 

• 본 사업에 대한 몽골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 

• 내년도 복원 및 디지털화 사업 추진 시 위원회 역할 논의 

• 몽골 내 문화예술위원회 네트워크 활용 방안 검토 

• 동북아 5개국(한ㆍ중ㆍ일ㆍ몽ㆍ북한) 관계에 대한 센터 입장 표명 

•  간 상호 지속적 협조관계 유지 노력 

 

다. 예술문화연구소 

 

1) 목 적 

•내년도 자료복원 및 디지털화 사업 추진 시 협력 방안에 관한 논의 

 

2) 방문일시 : 2010.12.6, 14:00~15:30 

 

3) 참 석 자(6명) 

•에네비시(전 예술문화연구소장) 

•우르트나산(몽골자연문화유산재단 이사장) 

•박원모(아태무형유산센터 연구조사팀장) 

•조만수(아태무형유산센터 창립TF팀원) 

•양정환(자료 복원 전문가) 

•후드레(통역) 

 

4) 주요내용 

• 예술문화연구소 주요 업무 설명 

- 악기, 음악, 무용, 서커스, 극장, 역사 등을 조사 및 연구 

• 자료 정리 수준 

- 35년간 자료 축적(자료 분류 예산 및 인력 필요) 

- 대부분 30~40년 전 자료(마그네틱 및 릴 테이프로 보관 중) 

- 최근 3년 간 장가, 민요 등과 관련된 영상 촬영 

• 언어문화학연구소와 예술문화연구소 간 자료의 차이 

- 예술문화연구소 : 민요, 장가, 단가, 동요, 자장가 등 오디오 중심 

- 언어문화학연구소 : 동화, 신화, 설화 등 구전문화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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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연구소 간 중첩자료 없음 

• 추진 방안 

- 복원 작업 예술문화연구소 및 자료제작자가 동시 참여 고려 

- 복원이 시급한 자료 우선 추진(예산 및 인력 지원) 

 

라. 몽골자연문화유산재단 

 

1) 목 적 

•내년도 자료복원 및 디지털화 사업 추진 시 협력 방안에 관한 논의 

 

2) 방문일시 : 2010.12.6, 16:00~18:00 

 

3) 참 석 자(6명) 

•우르트나산(몽골자연문화유산재단 이사장) 

•노민다리(몽골자연문화유산재단 사업담당) 

•박원모(아태무형유산센터 연구조사팀장) 

•조만수(아태무형유산센터 창립TF팀원) 

•양정환(자료 복원 전문가) 

•후드레(통역) 

 

4) 주요내용 

• 센터 추진 사업에 대한 감사 표명 

• 몽골자연문화유산재단 사업 설명 

- 몽골 전역 기관 대상 무형유산관련 총회 개최 준비 중 

- 기관별 소규모 연수를 통한 보유자 전수 계획 중 

• 몽골 무형유산 현황 

- 사라질 위기에 처한 무형유산 보호 국가적 문제로 인식 

- 울란바타르 시외 지역 기관 무형유산에 대한 이해 부족 

- 지리적 문제로 인한 무형유산 자료 수집 및 축적 어려움 

• 몽골 정보화 현황 

- 울란바타르(수도) 지역은 양호한 편이나 이외 지역은 낙후된 편임 

- 무형유산 데이터베이스 및 인벤토리 작성 진행 중 

- 사라져가는 무형유산의 보호를 위한 자료의 디지털화 중요성 인지 

- 홈페이지를 통한 무형유산 디지털자료 배포 중요성 인지 

- 무형유산 보급을 위한 영상 자료의 중요성 인지 

• 추진 방안 

- 센터가 사업 추진 시 몽골자연문화유산재단 네트워크 활용 

- 향후 무형유산 디지털 자료 배포를 위한 홈페이지(영-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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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유네스코몽골위원회 

 

1) 목 적 

•센터 활동 소개 및 참여 요청 

 

2) 방문일시 : 2010.12.7, 10:00~10:30 

 

3) 참 석 자(6명) 

•달라이자르갈(유네스코몽골위원회 사무총장) 

•우르트나산(몽골자연문화유산재단 이사장) 

•박원모(아태무형유산센터 연구조사팀장) 

•조만수(아태무형유산센터 창립TF팀원) 

•양정환(자료 복원 전문가) 

•후드레(통역) 

 

4) 주요내용 

• 센터의 몽골 방문 목적 설명 

- 무형유산 관련 미디어 자료 복원 및 디지털화 지원 계획 

- 유네스코 무형유산 사진전 추진 경과 및 계획 

-  한-몽골 간 사업 실적 및 무형문화유산 가이드북 발간 계획 

• 센터 추진 사업에 대한 감사 표명 

• 몽골정부 아․태센터 활동 참여 요청 

- 몽골정부는 센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 

- 외교부 공문 수신 후 유네스코 본부에 참여의사 표명 예정 

 

바. 몽골국립라디오방송국 

 

1) 방문 목적 

•장비 지원 및 기술 자문 협력 요청 

 

2) 방문일시 : 2010.12.7, 11:00~12:30 

 

3) 참 석 자(6명) 

•푸레브다쉬 바란(몽골국립라디오방송국 국장) 외 1명 

•우르트나산(몽골자연문화유산재단 이사장) 

•박원모(아태무형유산센터 연구조사팀장) 

•양정환(자료 복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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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드레(통역) 

 

4) 주요내용 

• 센터의 몽골 방문 목적 설명 

- 무형유산 관련 미디어 자료 복원 및 디지털화 지원 계획 

• 몽골국립라디오방송국의 아날로그 자료 보유 현황 조사 

- 특별 관리 중인 2만점의 주요 음원 관련 자료 관리 상태 

- 기타 음악 등 관련 2만점 가량의 음원 자료 관리 상태  

• 음악 관련 아날로그 릴 테이프 디지털화 장비 및 추진 현황 설명 

- 헝가리 제품 릴 테이프 마스터 장비 수 점 보유 

- 디지털 작업을 위한 서버 컴퓨터 수 대 보유 

• 국립라디오방송국 디지털화 작업 능력에 대한 평가 

- 방송국의 아날로그 자료 디지털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여 많은 애로 사항이 있음 

- 현재의 장비 및 기술력으로 몽골 내 릴 테이프 복원 및 디지털화 가능하며 

필요시 외부 기관의 복원 및 디지털화 작업 자문 가능 

 

사. 국립기록보관소 

 

1) 방문 목적 

•자료 보관 및 구축 기술자문 요청 

 

2) 방문일시 : 2010.12.7, 13:30~15:00 

 

3) 참 석 자(6명) 

•울지바타르 뎀버럴(국립기록보관소 소장) 

•엘데네바트 민쥬르(국립기록보관소 부소장) 외 1명 

•박원모(아태무형유산센터 연구조사팀장) 

•양정환(자료 복원 전문가) 

•후드레(통역) 

 

4) 주요내용 

• 센터의 몽골 방문 목적 설명 

- 무형유산 관련 미디어 자료 복원 및 디지털화 지원 계획 

• 국립기록보존소의 영상자료 보유 현황 조사 

- 1930년대 중반부터 촬영한 35미리 영화 필름 900여 점 보유 

- 현재 한국의 국가기록원과 협력 관계를 맺고 도움을 받고 있음 

- 내년 혁명 100주년 등 여러 행사가 국가적으로 치러질 예정인 바 35미리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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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을 복원하여 행사에 사용할 수 있기를 희망함 

• 아날로그 자료 관리 및 보존 상태 점검 

- 현재 기록보관소의 자료 보존 환경은 양호하며 외부 기관 자료의 위탁보관 

등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 가능 

- 센터의 복원 및 디지털화 작업이 진행될 경우 자료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지원이 가능  

 

4. 향후 계획 

 

가. 사업기간 : 2011~2012(2개년) 

 

나. 대상자료 : 언어문화학연구소 자료 중심 

 

다. 주요내용 

•국내 및 몽골 전문가(전문기관) 간 전략회의 개최 

•복원 및 디지털화 대상 자료 선정 및 복원 계획 수립 

•복원 및 디지털화 관련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약정 체결 

•복원 및 디지털화 작업 실무팀 구성 및 예산 지원 

•디지털 자료 보급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영어-몽골어) 

•디지털 결과물 납품 및 2차 콘텐츠 제작에 활용 

 

라. 기관별 역할 

•운영 기관 

- 아태무형유산센터 : 사업총괄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등 국내 협력 기관 참여 의사 타진  

- 문화예술위원회 : 몽골 내 관련 기관 관리 및 사업 운영 

※ 양 기관은 사업 추진에 대한 MOU 체결 예정 

•실행 기관 

- 언어문화학연구소 : 자료 복원 및 디지털화 추진 

- 몽골자연문화유산재단 : 자료 보급을 위한 홈페이지(영어-몽골어) 구축 

•지원 기관 

- 몽골 정부 감사원 : 자료 평가 

- 몽골국립라디오방송국 : 장비 지원 및 운영 기술 자문  

- 몽골국립기록보관소 : 자료 관리 및 보관 기술 자문 

- 유네스코몽골위원회 : 몽골 무형문화유산 관련 대 유네스코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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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기관별�자료�현황�

 

1. 몽골국립라디오방송국 

 

� 개 요 

구 분 내 용 

기 관 장 푸레브다쉬 바란 

설립년도 채널1 : 1934-09-01(전국방송) 

채널2 : 2003-09-01(전국방송) 

채널3 : 2008-05-01(단파방송) 

채널4 : 1964-09-01(5개국어 방송) 

기    능 국민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모든 정보 신속 전달 

지적 정보 및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홍보 

주    소 Mongolia, Ulaanbaatar city, bayangol duureg, Khuvisgaliin 

zam-3, 

자료 종류 카세트, 마그네틱 테이프(magnetic tape), CD, HDD 

장비 종류 마그네틱  테이프(magnetic tape) 재생기(속도 : 76) 

복원이 시급한 자료 테이프 250통(약 11,250분) 

녹음 기간 1955-2010 

 

� 보유 장비 목록 

보유장비 장비 설명 수 량 (대) 

STM-610 마그네틱 테이프 복원 기계 5 

STM-600 마그네틱 테이프 복원 기계 9 

Dell Optiplex 780 컴퓨터 4 

Dell Optiplex 360 컴퓨터 1 

Behringer Xenyx-2222F 노래 콘트롤  4 

Sony 5 CD 복원 기계 3 

Tascam MD-350 MD복원 기계 , 녹음기 1 

M-Audio Delta 1010 노래 카드  3 

Digidesign Mbox 노래 카드 2 

Yamaha MSP5 메가폰 1 



부속문서 9 157 
 

Awesome spark A-500 컴퓨터 메가폰 2 

Fidck SPS-502 메가폰 받침대 1 

Inter M6 CD 본원 기계 2 

Dell MD3000i(12TB) 기록보관소 서버 1 

 

� 보유 자료 목록 

녹음 내용 시간(분) 릴 테이프(대) 

민요 8,300 1 

트로트  25,000 1 

지방 녹음 1,679 1 

음악 정보 프로그램 58,225  1 

음악에 대한 이야기 11,000  1 

민속음악기금방송  13,000 1 

외국방송 7,740 1 

멜로디 그림 40 1 

공연 60,310  1 

전집(노래,음악) 23,255  1 

외국 노래, 음악 2,567 1 

CD 녹음  225 1 

 

� 필요 장비 목록 

장비 종류 수 량(대) 

기록보관소 Storage server 1 

숫자 콘트롤 5 

워크 스테이션 2 

음악 카드 3 

메가폰 3 

카세트 복원 기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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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복원 기계  5 

마그네틱 복원 기계 1 

 

2. 언어문화연구소 

 

구 분 내 용 

기 관 장  투무르토구(D. Tumurtogoo) 

설립년도 1921년 

주요활동 학술프로젝트 

주 소 

Ulaanbaatar-51 Jucoviin urgun chuluu, shinjleh 

uhaanii academy tuv bairnii negdsen 1-r bair, 2-r 

bair 

자료 종류  마그네틱 테이프(magnetic tape) 

자료 내용 

서사시  66분, 필름 520개 

전설 94분, 필름 41개 

설화 122분, 필름 95개 

민요 188분, 필름 63개 

기타 152분, 필름 64개 

장비 종류 

(마그네틱 테이프 녹음기) 

ZK 140T(헝가리) 

Mechlabor STM 600(헝가리) 

8Ch Stereo powered mixer PMX-808(중국) 

Nagra IS (스위스) 

복원이 시급한 자료 

1956-1959년 녹음된 1000미터 /152분./-의 188개 

마그네틱 테이프(magnetic tape)를 신속히 복원해야 

합니다. 

녹음 기간 1956-1989년 

저작권 정보  언어문화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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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립기록보관소 

 

구 분 내 용 

설립년도 1927년 

주요업무 몽골 역사관련 자료 관리 및 보관 

주 소 

주소: 14200Ulaanbaatar hot, Sukhbaatar duureg, 

Zaluuchuudiin urgun chuluu 8 / 전화: 26-23-61 

팩스:976-11-32 45 33  

자료 종류  
마그네틱 테이프(magnetic tape) 및 VHS 

오디오, 비디오, 사진 등 

장비 종류 

(마그네틱 테이프 녹음기) 

ZK 140T(헝가리) 

Mechlabor STM 600(헝가리) 

8Ch Stereo powered mixer PMX-808(중국) 

Nagra IS (스위스) 

자료 보관 상태 

보관소 환경 및 기술 불충분 

오디오, 비디오, 사진 등의 자료가 심하게 건조 

문자가 흐려지고 소리가 깨끗하지 못함 

장비 목록 

컴퓨터(desktop Dell) 3대 

컴퓨터(desktop Hyundai) 1대 

노트북(HP pavilion) 1대 

칼라 프린터(Canon iP 4500 pixma) 1대 

스캐너(Canon Canonscan8800F) 1대 

스캐너(Canon 660F) 1대 

스캐너(HP Scanjet 2400) 1대 

프린터(HP LJ1005) 1대 

프린터(HP LJ1100) 1대 

카메라(samsung gx-10) 1대 

카메라(Canon-HG10) 1대 

Rackmount server(dell poweredge 2950) 1대 

녹음 기간 1936-1970년  

저작권 정보  저작권 소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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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사진자료�

 

언어문화학연구소 업무협의 문화예술위원회 업무협의 

몽골자연문화유산재단 업무협의 유네스코 몽골위원회 업무협의 1 

유네스코 몽골위원회 업무협의 2 

 

언어문화학연구소 장비 시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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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문화학연구소 장비 시설 2 언어문화학연구소 자료 1 

언어문화학연구소 자료 2 언어문화학연구소 자료 3 

 

언어문화학연구소 자료 4 국립라디오방송국 릴 테이프 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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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라디오방송국 릴 테이프 재생 장비 국립라디오방송국 스튜디오 

국립라디오방송국 카세트 테이프 국립기록보관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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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ex 1 
Press Release of the  
Book Opening Ceremony     

Хэвлэл мэдээлэлд өгөх мэдээ 
 
“Амьд уламжлал: Биет бус соёл” Гэрэл зургийн үзэсгэлэн  

Хаана: Монголын Уран Зургийн Галерей-д 
Хэзээ: 2010 оны 12 дугаар сарын 08-ны 14.30-д 
Ерөнхий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гч:   

· ЮНЕСКО-гийн Итгэмжлэлт Байгаль, Соёлын Өвийг 
Хамгаалах Сан  

· Биет бус Соёлын Өвийг Хамгаалах Ази, Номхон Далайн 
Бүсийн Төв 

             Хамтра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гч:  
· Монгол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рын Хэрэгжүүлэгч Агентлаг-

Соёл, Урлагийн Хороо   
· БНСУ-ын Соёлын Өвийн Газар 
· ЮНЕСКО-гийн Үндэсний Комисс 

 
Соёлын өв нь зөвхөн хөшөө дурсгал, дурсгалт зүйлсийн цуглуулгаар 
хязгаарлагддагүй. Энэ нь аман уламжлал, язгуур урлаг, нийгмийн зан 
үйл, баяр ёслолууд, байгаль, сав шим ертөнцийн тухай мэдлэг 
заншлууд, уламжалт гар урлалын зүйлсийг урлах арга ухаан, мэдлэг 
зэрэг өвөг дээдсээс маань өвлөгдөн ирж, ирээдүй хойч үед өвлөгдөн 
уламжлагдддаг амьд илэрхийлэл, уламжлалыг ч бас хамарна.  
Энэхүү үзэсгэлэнгээр соёлын биет бус  өвийн илэрч болох цаглашгүй 
олон хэлбэрүүдийг зэрвэс харах боломж олгож байгаа юм. Соёлын 
Биет бус Өвийг Хамгаалах тухай Конвенцийн “Хүн Төрөлхтний 
Соёлын Биет бус Өвийн Төлөөллийн Жагсаалт” болон “Яаралтай 
Хамгаалах Шаардлагатай Соёлын Биет бус Өвийн Дэлхийн Жагсаал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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уудад бүртгэгдсэн өвүүдээс сонгосон гэрэл зургуудыг дэлгэн харуулж 
байгаагаараа онцлогтой.  
Тус Үзэсгэлэнг ЮНЕСКО-гийн Итгэмжлэлт “Байгаль Соёлын Өвийг 
Хамгаалах Сан”, “Биет бус Соёлын Өвийг Хамгаалах Ази, Номхон 
далайн Бүсийн Төв” хамтран ЮНЕСКО, Монгол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рын хэрэгжүүлэгч Агентлаг-Соёл, Урлагийн Хороо, Солонгосын 
Соёлын Өвийн Газрын дэмжлэгтэйгээр зохион байгуулж байна.  
“Амьд уламжлал: Биет бус соёл” Гэрэл зургийн үзэсгэлэнг биет бус 
соёлын өвийн талаар олон нийтийн мэдлэг ойлголтыг дээшлүүлэх 
зорилгоор зохион байгуулж байгаагийн хувьд 2010 оны 12 дугаар 
сарын 08-12-ны хооронд Монголын Уран Зургийн Галерейд үнэ 
төлбөргүйгээр тавигдах тул сонирхсон хэн бүхнийг морилон ирж, 
дэлхийн өнцөг булан бүрээс ЮНЕСКО-гийн Жагсаалтуудад 
бүртгэгдсэн биет бус өвийн олон төрөл зүйлтэй танилцахыг урьж 
байна.   
 
“Монгол Үндэстний Биет бус Соёлын Өв” номын Нээлтийн Ёслол 

Хаана: Улсын Филармони-д 
 
Хэзээ: 2010 оны 12 дугаар сарын 08-ны 15.30-д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гч:  

· ЮНЕСКО-гийн Итгэмжлэлт Байгаль, Соёлын Өвийг 
Хамгаалах Сан  

· Биет бус Соёлын Өвийг Хамгаалах Ази, Номхон Далайн 
Бүсийн Төв 

             Хамтра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гч:  
· Монгол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рын Хэрэгжүүлэгч Агентлаг-

Соёл Урлагийн Хороо   
· БНСУ-ын Соёлын Өвийн Газар 
· Монгол Улсын Филармони  
· Дэлхийн Өвийн Судалгаа, Сургалт, Сурталчилгааны Төв  
· ЮНЕСКО-гийн Холбоот Сургуулиудын Монголын 

Үндэсний Хороо  
· “Сэтгэлийн Оч” Сан 
· Монгол Үндэсний Бөхийн Холбоо 
· Монгол Үндэсний Сурын Холбоо  
· Монголын морин спорт, Уяачдын Холбоо  
· Гар урлалыг дэмжих Холбо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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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Монгол Үндэстний Биет бус Соёлын Өв” хэмээх энэхүү ном нь 
Монгол үндэстний биет бус соёлын өвийг 5 бүлэгт багтаан бичиж, 
түүний олон төрөл зүйлийг тайлбарлан бичиж, олон түмэнд толилуулж 
байгаа билээ.  
Ìîíãîë ¿íäýñòíèé ¿ã àÿëãóó, ÿðóó ñàéõàí àìàí çîõèîë, àðäûí ìýäëýã, àðãà óõààí, 
ýäèéí ñî¸ë, õîñã¿é ãàéõàìøèãò óëàìæëàëò óðëàë,ÿçãóóð óðëàã, òîãëîîì íààäãàé, 
õ¿íëýã àðèóí ñýòãýëãýý, ýðõýì íàíäèí çàí ¿éë, ¸ñ çàíøèë, áàÿð íààäàì çýðýã íü 
шавхагдашгүй баян, тоолж баршгүй олон өнгө аястай билээ. Монгол 
үндэстний ББСӨ-ийн тэр бүх õýëáýð, илэрхийллийг äàí ганц ýíý 
номонд багтаах боломжгүй учир өнөөдөр монголын ард түìýí, малчин 
ардын эгэл амьдралд уламжлагдан õýðýãëýãäýæ байгаа áîëîí óñòàæ àëãà 
áîëñîí ÷ ñ¿¿ëèéí ¿åä ñýðãýýí õýðýãëýæ áàéãàà тийм соёлын уламжлалт өв,  
илэрхийллүүдийг оруулсан бîëíî. 
Энэ номонд биет бус соёлын өвүүдийг тайлбарлан, хялбарøóóëàí 
бичсэн 200 îð÷èì хуудас бичлэгийг багтаасны зэрэгцээ соёлын өв, 
илэрхийллүүдийг илүү тод харуулах, тал бүрээс нь үзүүлж таниулах 
үүднээс 300 ãàðóé гэрэл зураг, зураг, дүрс, хээ угалз, билэг 
тэмдгүүдийг мөн оруулсан болно. 
Энэхүү бүтээл нь өвөг дээдсийнхээ аугаа их өв соёлыг өвлөн эзэмшиж, 
түгээн алдаршуулах гэсэн хүн бүхэнд ач тус, буян хишгээ хайрлах нь 
дамжиггүй.  
“Монгол Үндэстний Биет бус Соёлын Өв” номыг хүүхэд залуучууд, 
олон нийтэд хүргэхийн тулд Монгол Улсын Нийслэл болон 21 аймгийн 
төв номын сангууд, ерөнхий боловсролын сургуулиудын номын 
сангаар дамжуулан сурталчлан түгээх болн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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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ex 2 
Presentations Made during the 
Project Evaluation Seminar     

ЮНЕСКО-ГИЙН ИТГЭМЖЛЭЛТ                                                                              
БАЙГАЛЬ, СОЁЛЫН ӨВИЙГ ХАМГААЛАХ САН 

 

Presentation by Mr. Urtnasan,  
made at the Book Opening Cer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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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Ардын эмнэлэг, дом засал • Ардын мал эмнэлэг, дом засал • Ардын аман математик• Одон орны мэдлэг • Ардын цаг уурын мэдлэг• Уламжлалт хэмжил зүй • Шүтлэг, зарим зан үйл • Аж ахуй, эдийн уламжлалт арга ухаан • Монгол идээн, ундаан 

Г.ГонгоржавАРДЫН МЭДЛЭГ, АРГА УХААН Редактор:Б.Болдсайхан

Номын бүтэ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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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ом бүтээх ажлыг санхүүжүүлж, 
мэргэжлийн туслалцаа үзүүлсэн:

—

— Солонгосын Соёлын Өвийн Газар 
— Биет бус Соёлын Өвийн Ази, Номхон Далайн Бүсийн Төв

  
Номыг бүтээх ажлыг 

гүйцэтгэсэн: 

— ЮНЕСКО-гийн Итгэмжлэлт                          Байгаль, Соёлын Өвийг Хамгаалах Са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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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ом бүтээх ажилд Дэмжлэг 
үзүүлсэн:

—БСШУЯ
—ЮНЕСКО-гийн МҮК
—Соёлын өвийн төв 
—Биет бус соёлын өвийн ТББ-ууд

Номыг хэвлэн гаргасан: 2005 болон 2009 онд МУ-ын ЗГ, МҮХАҮТ -аас ТОП 100-д өрсөлдөгч 50 аж ахуйн нэгээр тодорсон

УЛААНБААТАР Принтинг 
компан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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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НХАРААРАЛ ТАВЬСАНД 
БАЯРЛАЛАА 



Annex 2 177 
 

Presentation by Mr. Urtnasan,  
made at the Project Evaluation Semi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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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ЮНЕСКО-гийн “Хүн-Амьд эрдэнэ” хөтөлбөр
• “Хүн-Амьд эрдэнэ” хөтөлбөрийг анх 1993 онд БНСУ санаачлан ЮНЕСКО-д өргөн барьж батлуулсан бөгөөд энэ нь соёлын биет бус өвийг түүний тээгчдээр нь дамжуулан хамгаалж, нийгмийн хувьслын явцад өвлөгдөн уламжлагдах байдлыг нь хангах зорилготой цогц арга хэмжээ ю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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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Хүн төрөлхтний аман болон биет бус өвийн шилдэг дээж” хөтөлбөр-2001, 2003, 2005
— ЮНЕСКО-гийн энэхүү хөтөлбөр нь хүн төрөлхтний аман уламжлал, биет бус 

өвийн төрөл бүрийн илэрхийллийг дэлхий дахинд зарлан тунхаглаж, түгээн алдаршуулах зорилготой бөгөөд дурдсан онуудад дэлхийн улс орнуудын нийт 90 өвийг өргөмжлөн тунхагласан бөгөөд 2009 онд тус өвүүдийн Хүн Төрөлхтний Биет бус соёлын өвийн Төлөөллийн Жагсаалтад нэгтгэн оруулсан юм. 
 “Биет бус соёлын өвийг хамгаалах тухай ” ЮНЕСКО-гийн Конвенци-2003

— Хүн төрөлхтний биет бус соёлын 
өвийг хамгаалан дэмжих ерөнхий зорилгын хүрээнд олон улс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хөхиүлэн дэмжиж, биет бус соёлын өвийг ирээдүй хойчдоо өвлүүлэх үлдээх зорилготой. 

Ø Хүн төрөлхтний биет бус соёлын өвийн Төлөөллийн Жагсаалт -213 өвийн зүйл
Ø Яаралтай хамгаалах шаардлагатай биет бус соёлын 

өвийн Жагсаалт – 16 өвийн зүй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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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Төслийн ерөнхий зорилго 
— “Биет бус өвийг хамгаалах тухай” 2003 оны ЮНЕСКО-ийн Конвенцийг хэрэгжүүлэх ажлын хүрээнд Монголын биет бус соёлын өв, түүний тээгчдийг хамгаалж, хөхиүлэн дэмжих цогц арга хэмжээний суурийг тавьж, биет бус соёлын өвийн ач холбогдлын талаарх олон нийт, холбогдох талуудын ойлголт мэдээллийг дээшлүүлэх

 Төслийн зорилт 
— Биет бус өв, түүнийг өвлөн залгамжлагчдыг хамгаалан дэмжих тогтолцоог дэмжин хөгжүүлэх, эрх зүйн орчныг бүрдүүлэхэд шаардлагатай баримт бичгүүдийг боловсруулан батлуулах, энэ зорилгоор олон улсын холбогдох баримт бичгүүдийг судлах
— Биет бус өв, түүнийг өвлөн залгамжлагчдыг олж тодруулах талаар хээрийн судалгаа явуулах, дуу, дүрс бичлэгийн баримтжуулалт хийх, улмаар үндэсний бүртгэл мэдээллийн санг баяжуула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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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Төслийн зорилт 
— Биет бус өв тээгчдийн нийгмийн 

үнэлэмжийг дээшлүүлэх, хадгалан залгамжилж буй өвийг түгээн дэлгэрүүлэх, уламжлуулан үлдээхэд гаргаж буй идэвхи зүтгэлийг нь урамшуулан дэмжих, биет бус өвийг уламжлуулах төрөл бүрийн сургалтын 
үйл ажиллагааг өргөн цар хүрээтэйгээр явуулах замаар биет бус өвийн амьдран хөгжих чадварыг дээшлүүлэх

 Төслийн зорилт 
— Биет бус соёлын өвийн ач холбогдол, хамгаалж дэмжих шаардлага нөхцөл, хамгаалах үйл ажиллагаадын талаар биет бус өвийг өвлөн уламжлагчид, хамт олон, холбогдох судлаач эрдэмтэд, төрийн болон төрийн бус байгууллагуудад мэдээлэл өгч,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уялдуулах, олон улсын байгууллагуудтай хамтран хурал семинар, симпозиум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 Биет бус соёлын өвийг хамгаалан дэмжих талаар Зөвлөмж гарга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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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Хамтрагчид Монгол 
— БСШУЯ
— Засгийн Газрын Хэрэгжүүлэгч Агентлаг-Соёл Урлагийн Хороо 
— ЮНЕСКО-гийн МҮК 
— ЮНЕСКО-гийн Итгэмжлэлт Байгаль, Соёлын 

Өвийг Хамгаалах Сан
— Утга соёлын өвийн үндэсний төв 
— Соёл судлалын холбоо 
— ШУА-ийн Хэл Зохиолын Хүрээлэн 
— Биет бус соёлын өвийн төрийн бус байгууллагууд 
— Холбогдо судлаач, эрдэмтэд, өв тээгчид 

 Хамтрагчид
Солонгос

— Соёлын өвийн газар 
— Соёлын өвийн сан 
— Биет бус соёлын өвийг хамгаалах Ази, Номхон далайн Бүсийн Тө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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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Хэрэгжсэ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ууд 
— Монгол улс дахь биет бус соёлын өв, түүнийг тээгчдийн талаар урьд өмнө нь хийгдсэн судалгаа, тоо баримт, хээрийн судалгааны материалыг судалж 

үнэлгээ хийх, биет бус соёлын өвийн өнөөгийн байдлын талаар ерөнхий дүгнэлт хийсэн.
— Соёлын биет бус өвийг хамгаалах талаар ЮНЕСКО-оосгаргасан удирдамжийн чанартай баримт бичгүүд, мөн энэ хөтөлбөрийг амжилттай хэрэгжүүлж байгаа улс орнуудын биет бус өвийг хамгаалах, түүний тээгчдийг хөхиүлэн дэмжих тухай гарган мөрдөж байгаа хууль эрхийн баримт бичгүүд, дүрэм, заавруудыг орчуулан харьцуулж судлан, Монголын нөхцөлд тохирохыг нь эрх зүйн баримт бичиг боловсруулахад тусгасан. 

 Хэрэгжсэ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ууд 
— “Хүн-Амьд эрдэнэ” хөтөлбөрийг хэрэгжүүлэхтэй холбоотой дээрх баримт бичгүүдийг судалж, үнэлгээ дүгнэлт хийсний үндсэн дээр “Соёлын биет бус өв, түүний тээгчийг тогтоох үндэсний зөвлөлийн бүрэлдэхүүн”, “Соёлын биет бус 

өв, түүний тээгчийг тогтоох үндэсний зөвлөлийн дүрэм”, болон “Соёлын биет бус 
өв, түүний тээгчийг тогтоох журам”-ын төслүүдийг тус тус боловсруулан гаргаж, БСШУЯ-д өргөн барьж батлуулса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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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Хэрэгжсэ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ууд 
— Биет бус өвийн зарим  тээгчдийг таньж олох, урьдчилан судлах, тэдний байршил, тархацыг зураглах, баримтжуулах зорилгоор Монгол улсын Баруун, Зүүн, Төв болон Говийн бүсийн аймгуудад хээрийн судалгааны багуудыг томилон ажиллуулсан.
— Соёлын биет бус өвийг хадгалж хамгаалах механизмыг бүрдүүлэх үүднээс “Монгол Улсын биет бус соёлын өвийн Төлөөллийн 

Үндэсний Бүртгэл”, “Монгол улсын Яаралтай хамгаалах шаардлагатай соёлын биет бус өвийн Үндэсний Бүртгэл”-ийн төслийг тус тус боловсруулан гаргаж БСШУЯ-д өргөн барьж батлуулсан. 
 Хэрэгжсэ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ууд 

— Биет бус өвийн тээгчдийг таньж тогтооход хөшүүрэг болгох үүднээс  “Хүн-Амьд эрдэнэ” болох хүсэлтэй тээгчдийг шалгаруулах зарлалыг холбогдох маягт, бичиг баримтын хамт орон даяар зарлан түгээсэн.
— Соёлын биет бус өв, түүний ач холбогдол, үнэ цэнийн талаар өв тээгчид, өвлөн суралцагчид болон олон  нийтийн мэдлэг ойлголтыг дээшлүүлэх зорилгоор симпозиум, сургалт семинар зохион байгуулж, холбогдох төрийн болон төрийн бус байгууллагууд, судлаач эрдэмтэд болон бусад талуудыг өргөнөөр оролцуулан, Биет бус өвийг хамгаалан дэмжих асуудлаар Зөвлөмж гаргаса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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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Хэрэгжсэ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ууд 
— Дээр дурдсан судалгааны ажлуудын 

үр дүнд үндэслэн Монгол улсын биет бус соёлын өвийн тухай лавлагааны гарын авлагын эхийг бэлтгэж гаргасан. 
— Үүн дээр үндэслэн “Монгол 

Үндэстний Биет бус Соёлын Өв” лавлах ном хэвлэн гаргалаа.
 

Үр дүн 
— Биет бус соёлын өвийг хамгаалах талаар гол гол баримт бичгүүд гарч, эрх зүйн орчин бүрдэж эхэлсэн 
— Биет бус соёлын өвийг хамгаалах олон улсын чанартай үйл ажиллагаанд төрийн зүгээс анхаарах болж, тусгай төсөв баталж эхэлсэ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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Үр дүн 
— Биет бус соёлын өв, түүний ач холбогдлын талаар олон нийтийн ойлголт нэмэгдэж, санаа тавих болсон 
— Биет бус соёлын өвийг хамгаалж дэмжих талаар төрийн болон төрийн бус байгууллагууд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идэвхжсэн 

 
Үр дүн 
— “Монгол Үндэстний Биет бус Соёлын 

Өв” хэмээх ном гарч биет бус соёлын 
өвийн талаар дэлгэрэнгүй мэдээлэл, танин мэдэхүй, судалгааны ач холбогдолтой тайлбар өгсөн бөгөөд, 
үүн дээр үндэслэн цаашид биет бус 
өвийн төрөл зүйлүүдээр төрөлжсөн цуврал тайлбар ном гаргах суурь бүтээл болло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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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by Ms. Tsendsuren,  
made at the Project Evaluation Seminar (in Mongo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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БИЕТ БУС СОЁЛЫН ӨВИЙГ ХАМГААЛАХ ТУХАЙ КОНВЕНЦ   2003

Ò ЗОРИЛГО
Ò 1.Соёлын биет бус өвийг хамгаалах;
Ò 2. Холбогдох бүлэглэл, булэг, хувь хүмүүсийн соёлын 

биет бус өвийг хүндэтгэх;
Ò 3.Соёлын биет бус өв, түүнийг харилцан хүлээн 

зөвшөөрөхийн чухлыг орон нутаг, үндэсний болон 
олон улсын хэмжээнд ойлгуулах;

Ò 4.Олон улс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болон тусламжаар 
ханга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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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ОЁЛЫН БИЕТ БУС ӨВИЙГ ХАМГААЛАХ ТУХАЙ КОНВЕНЦ   2005

Ò Тодорхойлолт
Ò “Биет бус соёлын өв” гэж хүмүүсийн бүлэг, хамт олон, зарим 

тохиолдолд  хувь хүмүүс соёлын өвийнхөө бүрэлдэхүүн хэсэг 
гэж хүлээн зөвшөөрсөн  тийм зан үйлүүд, үзүүлж харуулах 
болон илэрхийлэх урлаг, арга үйлдлүүд, мэдлэг болон арга 
ухаан, ур чадвар, тэдгээртэй холбоотой  зэмсэг, эд өлгийн 
зүйл, урлагийн бүтээл хийгээд соёлын орон зайг хэлнэ.

Ò Үеэс үед уламжлагдах соёлын биет бус өвийг хамт олон болон 
бүлэг нь тэдгээрийг хүрээлэн буй орчин, байгаль түүхийн 
харилцан шүтэлцээнээс шалтгаалан байнга шинэчилдэг 
бөгөөд тухайн өв нь  тэдгээрт оршин тогтнох болон залгамж 
чанарын мэдрэмж төрүүлж, соёлын төрөл зүйл, хүний 
турвилыг хүндэтгэхэд оршино.

  
СОЁЛЫН БИЕТ БУС ӨВИЙН ХЭЛБЭРҮҮД

Ò 1.Биет бус соёлын өвийг тээгч  эх хэлийг оруулаад бүх л  аман 
уламжлал болон түүнийг илэрхийлэх хэлбэрүүд;

Ò 2.Уламжлалт урлагийн  тоглох  хэлбэр илэрхийллүүд;

Ò 3.Нийгмийн зан үйлүүд, ёслол болон баяр наадмууд

Ò 4. Байгалийн болон  сав ертөнцийн тухай мэдлэг, заншлууд

Ò 5.Уламжлалт гар урлалын төрлүүд зэрэг болн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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БИЕТ БУС СОЁЛЫН ӨВИЙГ ХАМГААЛАХ ТУХАЙ КОНВЕНЦ   2003

Ò “Хамгаалах” гэж биет бус соёлын өвийн оршин 
тогтнох чадварыг хангах зорилгоор албан болон 
албан бус боловсролын шугамаар түүнийг  таньж 
тогтоох, баримтжуулах, судлах, хадгалах, хамгаалах, 
олны хүртээл болгох, үүргийг нь дээшлүүлэх, түгээх, 
улмаар энэ өвийн төрөл зүйлийг сэргээх арга хэмжээг 
хэлнэ.

Ò Өнөөдөр дэлхий  дээр 220 орчим улс оронд 5000 гаруй 
угсаатны бүлэг байн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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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ДҮГЭЭР ЗҮЙЛ. СОЁЛЫН БИЕТ БУС ӨВ

/ГАРЧГИЙГ 2005 ОНЫ 06 ДУГААР САРЫН 02-НЫ ӨДРИЙН ХУУЛИАР ӨӨРЧИЛСӨН/

Ò 4.1. Ард түмний билэг авъяас, мэдлэг, туршлага, 
эрдэм ухаан, ур чадварын тодорхой илэрхийлэл
болон биет бусаар өвлөгдөн уламжлагдаж ирсэн түүх, 
угсаатны судлал, ардын билэг, зан үйл, ур хийц, арга
барил, дэг сургууль, урлаг, шинжлэх ухааны ач
холбогдол бүхий дараахь оюуны соёлын үнэт
зүйлийг соёлын биет бус өвд хамааруулна

Ò /2004 оны 4 дүгээр сарын 16-ны өдрийн хуулиар нэмэлт орж, 2005 оны 06 дугаар сарын 02-ны өдрийн
хуулиар өөрчилсөн/:

 

1.СОЁЛЫН ӨВИЙГ ХАМГААЛАХ ТУХАЙ ХУУЛЬ

Ò 4.1.1. эх хэл, бичиг, түүний хүрээний соёл; 
Ò 4.1.2. аман зохиол;
Ò 4.1.3. ардын уртын болон богино дуу, тууль, тэдгээрийг

дуулах, хайлах арга барил;
Ò 4.1.4. хөдөлмөр, зан үйлийн холбогдолтой уриа дуудлага;
Ò 4.1.5. хөөмий, исгэрээ, аман болон тагнай ташилт зэрэг

өгүүлэхийн эрхтний шүтэлцээт урлаг, тэдгээрийг илэрхийлэх
арга бари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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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СОЁЛЫН ӨВИЙГ ХАМГААЛАХ ТУХАЙ ХУУЛЬ

Ò 4.1.6. үндэсний хөгжмийн зэмсгийг урлах,хөгжимдөх, 
аялгуу тэмдэглэх арга барил;

Ò 4.1.7. ардын уламжлалт бүжиг, бий, биелгээ;
Ò 4.1.8. уран нугаралт болон циркийн үзүүлбэрийг

илэрхийлэх гоц авъяастны ур чадварын арга барил;
Ò 4.1.9. ардын гар урлалын дэг сургууль;
Ò 4.1.10. ардын ёс заншил, зан үйлийн уламжлал;
Ò 4.1.11. эрдэм ухааны уламжлал;
Ò 4.1.12. ардын бэлгэдэх ёсны уламжла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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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СОЁЛЫН ӨВИЙГ ХАМГААЛАХ ТУХАЙ ХУУЛЬ

Ò 9 дүгээр зүйл. Соёлын өвийг сурвалжлан олох, судалж шинжлэх

Ò 9.2. Соёлын биет бус өвийг сурвалжлан олох, судалж шинжлэх ажлыг
холбогдох журмын дагуу мэргэжлий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байгууллага, 
иргэн эрхлэн явуулна /Энэ хэсгийг 2005 оны 06 дугаар сарын 02-ны өдрийн
хуулиар өөрчилсөн/.

Ò БСШУ-ны сайдын 2003 оны 375 дугаар тушаал. 
Ò -“Утга соёлын  өвийг сурвалжлан олох, судалж шинжлэх журам”

Ò -“Утга соёлын өвийг сурвалжлан олох, судлан шинжлэх талаар 
байгууллага, иргэнтэй байгуулах гэрээний загвар”

  
3. СОЁЛЫН ӨВИЙГ ХАМГААЛАХ ТУХАЙ ХУУЛЬ

Ò 9.6.Соёлын өвийн судалгаа, шинжилгээний ажлын товч
тайланг аймаг, нийслэлийн бүртгэл-мэдээллийн санд
хадгалуулна.

Ò 9.7. Соёлын өвийн судалгаа, шинжилгээний ажлын нэгдсэн
мэдээллийг соёл, шинжлэх ухааны асуудал эрхэлсэн төрийн
захиргааны төв байгууллага жил бүр гаргаж улсын нэгдсэн
бүртгэл-мэдээллийн санд хадгалн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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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СОЁЛЫН ӨВИЙГ ХАМГААЛАХ ТУХАЙ ХУУЛЬ

Ò Боловсрол, соёл, шинжлэх ухааны сайдын тушаал. 2009.10.02. № 414 
Ò “Соёлын биет бус өв, түүнийг тээгчийг тогтоох үндэсний зөвлөлийн бүрэлдэхүүн”
Ò “Соёлын биет бус өв, түүнийг тээгчийг тогтоох үндэсний зөвлөлийн дүрэм”
Ò “Соёлын биет бус өв, түүнийг тээгчийг тогтоох, бүртгэх журам”. 

Ò Соёлын биет бус өвийг уламжлан тээгчдийн улсын нэгдсэн бүртгэл, 
жагсаалт

Ò 2010 оны нэгдүгээр улиралд аймаг, нийслэлийн Соёл, урлагийн газрын дэргэд 
СББӨ, түүний тээгчийг тогтоох салбар зөвлөлүүд байгуулагдсан. 

Ò Бүртгэл, тооллогод нийт 19 аймгийн 182 сум, нийслэлийн 8 дүүргийн 2404 өв 
тээгч  хамрагджээ. 

Ò Монгол улсын хэмжээнд 325  сум буйгаас 229 сум СББӨ, түүний тээгчийн анхан 
шатны бүртгэл хийж, жагсаалт, судалгаагаа ирүүлсэн  нь нийт сумдын 70,5% 
хувийг хамарч байн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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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ex 3 
Mass Media Releases on Internet      
On national media portal site:  http://news.gogo.mn/photo/8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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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gogo.mn/r/8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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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Montsame' broadcasting agency web:   http://www.montsame.mn/index.php?option=com_news&task=news_detail&tab=201012&ne=417 

   
On Modern art gallery website:   http://www.art-gallery.mn/archives/4031     
On 'Altangadas' journal website:   http://www.altangadas.mn/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535:2010-12-08-05-14-30&catid=35:news&Itemid=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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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one of the biggest broadcaster site 'news.mn':  http://art.news.mn/content/43503.shtml  

   
On a website 'tulhuu.com':   http://www.tulhuur.com/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213301:%D0%AE%D0%9D%D0%95%D0%A1%D0%9A%D0%9E-%D0%B3%D0%B8%D0%B9%D0%BD+%D0%B6%D0%B0%D0%B3%D1%81%D0%B0%D0%B0%D0%BB%D1%82%D1%83%D1%83%D0%B4%D0%B0%D0%B4+%D0%B1%D2%AF%D1%80%D1%82%D0%B3%D1%8D%D0%B3%D0%B4%D1%81%D1%8D%D0%BD+%D0%B1%D0%B8%D0%B5%D1%82+%D0%B1%D1%83%D1%81+%D3%A9%D0%B2%D2%AF%D2%AF%D0%B4%D1%82%D1%8D%D0%B9+%D1%82%D0%B0%D0%BD%D0%B8%D0%BB%D1%86%D0%B0%D0%B0%D1%80%D0%B0%D0%B9&catid=110:soyol-urlag&Itemid=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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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 website 'bolod.mn':  http://bolod.mn/modules.php?name=News&nID=46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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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 tourist information center website:   http://www.touristinfocenter.mn/news_more.aspx?NewsID=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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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n integrated link of newspapers of Mongolia:   http://sonin.mn/?p=10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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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 news website 'medee.mn':   http://www.medee.mn/content/21078.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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