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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관 

 

 

2007 년부터 2010 년까지 4 개년 협력사업으로 진행된 ‘한-몽골 무형문화재 보호제도 

구축 지원사업’이 몽골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과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공동주관 

하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몽골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제반 환경의 구축을 목표로 한 본 사업을 통해 관련 

법령과 제도가 마련되었으며, 이들은 현재 모두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몽골의 

무형문화유산과 연행자들에 대한 지정, 등록, 기록 작업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연구가 수

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국가의 무형문화유산 지정 작업을 향상시키고 정보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하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하였다. 위의 활동들을 기반으로, ‘몽골의 무형문화유

산’이라는 가이드북이 몽골어와 영어로 출간되었으며, 정부기관과 학교, 단체, 도서관 등 

관련 전문가 및 기관에 배포되었다. 이는 일반 대중들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제고

하는 데 기여하였다. 본 사업의 일환으로 2008 년부터 몽골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은 각 

문화 기관들에 소장되어 있는 노후화된 자기 테이프와 녹음 자료들에 대한 조사를 위한 연

구팀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노후화된 음성 및 영상 자료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평가함으로

써 연구팀은 노후화된 자료들이 긴급하게 보호되고 복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합의에 

도달하였다.  

1950 년대 초반부터 몽골의 언어문학연구소는 일년에 1-3 차례 연구팀을 보내어 구비

문학과 지역방언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왔다.  위의 활동들은 문서자료와 오디오 

자기 테이프 등이 보존되고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아카이브의 공식적 출범

을 가능하게 하는 초석이 되었다. 연구소는 연구팀을 보내는 것과 동시에 무형문화유산 보

유자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유산들을 자기 테이프에 녹음하였다.  

그 결과 서사시, 민화, 민속음악, 축도, 시, 수수께끼, 속담, 그 밖의 각 지역별 특성을 띤 

몽골의 다양한 구전 전통 유산들이 성공적으로 녹음되었고 처음으로 한 곳에 수집되었다. 

특히 언어와 방언들 중에서 이미 그 특성을 잃어버리거나 다른 언어로 통합 흡수된 것들도 

구비 전통 문학에서 명확하게 그 특성이 드러났으며 이러한 자료들 역시 자기 테이프에 저

장하여 보존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유산들이 자기 테이프에 보관됨으로써 그 본래 

형태의 역사적, 학문적 가치가 더욱 증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문학연구소에 소장된 대부분의 자기 테이프들은 60 년 이상 된 것들이기 때문에 일

부는 이미 보관 기간이 만료되었다. 또한 열악한 보관 상태로 인해 일부는 건조되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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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들과 달라붙거나 파손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자기 테이프의 

보관과 디지털화 작업은 보관 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판단되었

다. 따라서 2008 년부터 연구소는 노후화된 자기 테이프의 보관과 디지털화를 위한 내부

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재정 문제, 적절한 도구 및 

기술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 테이프의 보관과 디지털화를 위한 노력들은 난관에 부딪혔고 

부진한 결과를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언어문학연구소의 책임자들은 국내 및 해외 기관들에 여러 차례 노

후화된 자기 테이프들의 보관과 디지털화 작업을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협조 응답을 받지 못한 채 2010 년을 맞이하게 되

었다.  

2009 년, 언어문학연구소의 책임자들은 몽골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에 협조 요청을 하

였고 두 기관은 노후화된 자기 테이프의 보관과 디지털화의 가능성들을 함께 모색하기 시

작하였다. 이후 몽골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이 한국의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에 한-몽골 양국간의 협력사업을 

계속 진행하여, 노후화된 자기 테이프를 복구하고 디지털화하여 대중들에게 배포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은 이러한 사업 계획을 검토한 뒤, 몽골에 연구팀을 파견하여 양국간의 

협력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현지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몽골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과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주관 

하에 ‘2011/2012 몽골-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협력 정보화 구축 지원사업’이 2011

년 10 월부터 2012 년 4 월 15 일까지 성공적으로 착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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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본 협력 사업의 목적은 몽골 언어문학연구소 아카이브에 소장되어있는 노후화되고 손

상된 무형유산 관련 자료들을 복원하고 디지털화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화된 자료

들을 CD 에 저장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저장된 자료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총 10 장으로 구성된 CD 세트를 제작하며 무형문화유산을 소개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자 한다.   

한국과 몽골 양측은 2011 년 10 월에 본 사업의 착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본 사업의 일환으로 몽골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과 언어문학연구소는 공동 작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양 기관은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준비 절차들을 검토하였다. 

‘2011/2012 몽골-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협력 정보화 구축 지원사업’에 대해 논의

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가 2011 년 10 월 17 일에서 20 일까지 한국에서 개최되었다. 자연

문화유산보호재단의 우르트나산, 알탄투야, 몽골 국립 라디오방송국의 케를렌투울, 언어

문학연구소의 간바타르 등을 포함한 몽골측 전문가들과 더불어, 한국측 전문가인 아태무

형유산센터의 박성용 본부장,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송민선 실장, 국가기록원의 이지영 공

업연구사, 영화진흥위원회의 김기탁, 주현승, 문화방송의 최상일 피디, 국립민속박물관의 

김종태 학예연구관 등을 비롯하여 문화 관련 기관 관계자와 기술자들이 참여하였다.  

전문가 회의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무형문화유산 디지털화 현황’, ‘몽골 무형문화

유산 보호 활동에서의 아날로그 자료 복원 및 디지털화의 필요성과 중요성’, ‘몽골 국립라

디오방송국의 무형문화유산 관련 자료 활용’, ‘몽골 언어문학연구소 소장 아날로그 자료 

현황 및 향후 자료 복원 및 디지털화 계획’, ‘민요 아카이브의 기능과 민요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시청각 기록물 보존 및 디지털화’,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전통음악 데이터

베이스화 추진’ 등의 제목으로 전문가들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양측은 한국의 무형유산 정

보와 네트워크 시스템,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련 활동들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본 사업 추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과

를 가져올 것이라는 데에도 동의하였다.      

 전문가 회의 기간 동안 몽골측 참가자들은 MBC 의 통합 민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소

개를 듣고 MBC 라디오국과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영상진흥위원회 남양주종합촬영소,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 등을 견학하였다. 이를 통해 노후화된 무형유산 영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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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보존 기술과 일반 대중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무형유산 자료의 아카이브화 

등에 대한 철저한 현장학습을 하였다.   

몽골의 언어문학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자기 테이프의 복구와 디지털화를 위한 운영

지침은 투무르토구 소장의 승인 하에 마련되었다. 사업실행팀과 전문가팀의 구성 또한 운

영지침에 포함되었다. 업무 분담과 조건 등 세부적인 사업 계획 역시 실행 기관인 언어문

학연구소에 의해 마련되었다.  

전문가팀은 2011 년 11 월에 수행된 사업의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고안되었으

며 교육부와 문화과학부,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유산센터, 언어문학연구소 및 국립라디오

방송국 등 각 관련 기관에 소속된 6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전문가팀의 역할은 행정

적 절차에 관한 자문 및 자료 복원 활동에 대한 지원과 관리, 유산의 지정과 분류, 보관 상

태와 디지털화 활동의 모니터링 등이다.       

전문가팀은 복원되고 디지털화된 자료들을 철저하게 검토하였다. 또한 총 10 장으로 구

성된 CD 세트에 포함될 자료들을 선별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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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사업실행팀이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사업실행팀 명단(총 6명)  

1. 우르트나산: 사업총괄자(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 이사장) 

2. 알탄투야: 담당자(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 

3. 부얀토그토흐: 전문가(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 

4. 케를렌투울: 엔지니어(국립라디오방송국) 

5. 간바타르: 연구자(국립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6. 보롤조이: 연구자(국립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활동 내용 

 사업실행팀의 구성원들은 몽골 국립라디오방송국에서 열흘 동안 진행된 훈련 프

로그램에 참가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류의 자기 테이프를 구분하는 방

법과 테이프들의 구조 및 분류, 그리고 “CUBASE”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전

문 기술과 방법론 등에 대한 강의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또한 언어문학연구

소에서 실제 장비들을 활용한 3 일간의 적용 훈련을 완수하였다.  

 사업 기간 동안 사업실행팀의 구성원들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정책과 가이드라

인을 수립하기 위해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다. 사업 실행을 위한 계약서가 구성원

들 각각에 의해 작성되었다. 팀의 구성원들은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그들의 의견

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개진하였다.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장비들이 언어문학연구소에 제공되었다. 주요 장비들은 컴퓨

터, UPS, 믹싱 콘솔, 사운드 카드, 그리고 헤드폰 등이었다. 몽골 국립라디오방송

국의 프로듀서인 바트나이칸과의 공동 작업으로 실행팀은 모든 필요한 장비와 도

구 등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소프트웨어와 장치들도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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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실행팀 구성원들은 필요한 운영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았다. 

진행과정에서 직면한 한가지 문제는 노후화된 테이프들을 재생할 수 있는 장비를 찾는 것

이었다. 이로 인해 사업의 진행이 예정보다 지연되었다.  

당초 연구소에 소장된 자기 테이프들을 재생하기 위한 장비의 속도는 9.5cm/초, 19cm/

초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자료의 복원과 디지털화 과정에서는 실제로 매우 다양한 종류의 

자기 테이프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소요되는 시간의 차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시

간의 지연이 있었다. 예를 들어, 일부 테이프들은 재생을 위해 별도의 재생기가 필요하였

고, 재생 속도 역시 4.7cm/초, 혹은 2.7cm/초가 소요되었다. 그러나 4.7cm/초, 혹은 

2.7cm/초 속도의 재생기는 몽골에서 1960-80 년대에 제작된 것으로 더 이상 쓰이지 않기 

때문에 구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업의 진행을 더욱 더디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다.  

수소문 끝에 필요한 장비를 구할 수 있었지만 열악한 보관 상태로 인해 대부분의 자기 

테이프들은 건조되거나 다른 테이프들과 들러 붙거나, 혹은 심각하게 파손되어 있었다. 이

로 인해 각각의 테이프들을 재생하기 위한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각기 다른 장비들이 필

요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의 복구와 디지털화 과정을 더욱 지연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문제들과 더불어, 오래되고 낡은 장비들은 수 차례 고장나기를 반복하였다. 몽골 국립라디

오방송국의 기술지원팀과 복구팀의 지원을 받아 세 차례에 걸쳐 고장난 장비들을 수리할 

수 있었다.  

위에 서술한 활동들이 완료되고 낙후된 자기 테이프들의 시범적 복구를 통해 드디어 본 

사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사업의 출범식은 2012 년 1 월 5 일, 언어문학연구소의 컨퍼런스 홀에서 거행되었다. 출

범식에는 교육문화과학부의 무형유산 전문가들을 비롯하여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부

의 자갈사이칸, 문군툴, 사업총괄자인 우르트나산, 학자이자 언어문학연구소의 소장인 투

무르고구, 문화유산센터 무형문화유산부서의 윤덴바트, 무형유산 전문가, 프로젝트 팀원

들, 연구소의 행정직원들 및 각종 관련 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사업 출범식에는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부의 문군툴과 사업 총괄자인 우르트나산, 

언어문학연구소 소장인 투무르고구의 발표가 있었다. 이들은 사업의 내용과 중요성, 그리

고 특별한 가치에 대해 강조하였다. 특별히 본 사업을 업무적,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유네

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센터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였다. 발표

자들은 또한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그들의 강한 의지를 표하고 최대한의 협조를 

약속하였다.  사업 출범식에 참석한 귀빈들은 노후화된 자기 테이프들의 복구 작업에 대한 

현장 활동을 소개받았고 사업실행팀에게 본 사업의 귀중한 가치를 강조하면서 성공적인 

시작을 축하하였다. 참가자들과 발표자들은 본 사업이 정해진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완료

될 수 있도록 조언과 방법들을 함께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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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의 주요 목표는 노후화된 자기 테이프들을 복구하고 디지털화하며 분류하여 서

사시, 민화, 마두금 설화, 민요, 축도, 시, 수수께끼, 속담, 구비전통, 샤머니즘, 불교 전통, 

전통 관습, 그리고 언어문학연구소 아카이브 소장된 학술자료 등 1200 시간 분량의 녹음 

자료들 중에서 713 시간 분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각 자료의 형태와 내용에 따라 713 시간

의 디지털화된 자료들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되어 분류될 것이다.   

분류 

자기 테이프들을 복구하고 디지털화하기 이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디지

털화된 자료를 어떻게 분류할지를 정하는 일이다. 학자들에 따르면, 현대적 형태의 구비문

학과 표현예술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서사시  

1.1. 동물에 관한 서사시 

1.2. 영웅 서사시 

2. 멜로디가 있는 설화 

3. 설화 

4. 전설 

4.1. 기원에 관한 전설 

4.2. 역사적 사건에 관한 전설 

4.3. 교훈적 전설  

4.4. 땅과 물에 관한 전설 

5. 신화 

5.1. 창조 신화 

5.2. 별에 관한 신화 

5.3. 식물과 물질에 관한 신화 

5.4. 가축, 야생동물, 새에 관한 신화    

5.5. 사람과 사회문화에 관한 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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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래   

6.1. 장가(長歌) 

6.2. 민속 단가(短歌)   

6.3. 작사자가 있는 노래 

7. 민속극 

7.1. 대화형식 노래 

7.2. 대화형식 시   

7.3. 오락 용어 

8. 관습 및 의례와 관련된 기타 구전 표현  

8.1. 주문 및 주술 

8.2. 저주 

8.3. 신주(神酒) 또는 성유(聖油) 와 관련된 용어, 길조와 관련된 용어 

9. 축도 

10. 시 

11. 샤머니즘과 관련된 구비 문학 

12. 불교와 관련된 구비 문학 

13. 기타 구비 문학 

13.1. 속담 

13.2. 몽골 삼화음 

13.3. 수수께기 

14. 리듬이 있는 시 

15. 스토리텔링 

연구팀은 위와 같은 분류 체계를 따라 자료들을 분류하였고, 특별히 몽골의 소수민족들

의 각 지역 방언으로 이루어진 구비전통과 표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 결과 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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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라트, 브리야트, 우즘칭 등 소수민족들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풍부한 자료를 수

집할 수 있었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15 번 카테고리인 ‘스토리

텔링’ 항목 내에 ‘지역방언’이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분류하였다.  

위에 소개된 자료들 외에도 주요 학술대회에서 학자들과 전문가들에 의해 발표된 자료

들이 1959 년부터 언어문학연구소 아카이브에 축적되어 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분류체계에 추가되었다.  

16. 학회 녹음 

16.1. 몽골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학회 발표 녹음  

16.2. 학위과정 학생들의 학회 발표 녹음 

16.3. 기관의 보고 발표회 녹음  

또한 1950 년대부터 민속공연예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됨에 따라 마두금, 츄르, 

허미와 이스게리 등의 장단에 대한 후원이 국내에서 많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

여 국가적으로 대규모의 공연예술축제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녹음자료들은 다음과 같은 분류 항목에 추가되었다.  

17. 공연 녹음 

18. 민속공연예술, 독주 음악 녹음 

무엇보다도 위의 녹음 자료들을 디지털자료의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원본 자료의 

보존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으며, 원본 자료들 역시 위의 분류체계를 따라 분류되

었다.  

2011 년 12 월, 본 사업의 주요 업무인 노후화된 자기 테이프들의 디지털화 작업이 공식

적으로 시작되었다. 디지털화 작업의 전반적인 업무는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 부얀토그토

흐, 언어문학연구소의 간바타르, 국립라디오방송국의 케를렌투울 등 세 명의 전문가가 담

당하였다.  

현장 조사를 통해 수집된 녹음 테이프에는 설화, 전설, 노래, 축도, 시 등 다양한 형태의 

표현물들이 한 곳에 함께 들어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일부는 10 시간이 넘는 하

나의 이야기가 여러 테이프에 걸쳐 들어있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테이프 번호 0624 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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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시 

서사시는 시의 가장 큰 장르로서, 민속의 발달과 함께 형성되었다. 몽골의 유구한 문화

유산 표현물들은 대부분 조상 중에서 용감하게 싸운 족장이나 전사에 관한 설화 등에서 기

원한다. 유명한 서사시 연행자에 의해 녹음된 10 개의 서사시가 언어문학연구소의 기금으

로 보관되었다. 하나의 서사시 공연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무려 10 시간이 소요된다. 대부

분의 서사시 테이프들은 하나의 서사시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테이프 내의 자료들을 구분

하고 분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서사시의 복구와 디지털화 작업

은 다른 자료들보다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초루박사는 서사시들을 발굴하고 녹음하고 수

집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어 그가 녹음한 자료들 중에는 유명한 서사

시 연행자인 바타르 아비르메드가 공연한 ‘두타이 문두르 칸’, ‘아르길 차간 유브군’, ‘탈린 

칸 보돈’, ‘나란게렐 칸’, 그리고 ‘줄 아르다르 칸’ 등의 서사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다른 표현물들과 비교했을 때 녹음 상태도 매우 좋은 편이었다. 서사시는 전체 700 시간의 

녹음 자료 중에서 19 퍼센트인 136.48 시간 분량을 차지한다. 

멜로디가 있는 설화(벤스니 울거)  

몽골의 설화 장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멜로디가 있는 설화, 혹은 마두금 

설화다. 멜로디가 있는 설화는 마두금 악기의 반주에 맞추어서 역사소설 또는 문학작품 등

을 구전음악으로 표현하는 가장 큰 형태의 장르이다. 이것은 하르친, 호르친, 그리고 자루

드 호슈스 등 내공모 자치구에서 18 세기 후반 처음 생겨난 것으로서 몽골의 고대 서사시 

공연 전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멜로디가 있는 설화는 몽골 전역에 퍼지게 

되었고, 이 장르만을 위한 마두금 연주자들과 설화 연행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들

은 자신들만의 기술과 음악적 재능을 이용하여 기록 문학을 구비 장르로 표현하는 데 적응

이 되었다. 중국어나 만주어로 쓰여진 대부분의 역사들은 후르악기의 연주에 맞추어 멜로

디가 있는 설화로 표현되었다. 멜로디가 있는 설화의 녹음 자료들은 서사시와 비슷한 정도

의 분량을 차지한다. 구비문학 연구자이자 학자인 체렌소드놈은 멜로디가 있는 설화 장르

의 자료들을 수집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들은 은키와 줄루니 노민후르드(초인호르), 

무-오히니 사인 울지, 바야린 차간카드 등을 포함하며, 총 자료의 8 퍼센트인 56.35 시간

의 분량을 차지한다.    

설화  

일반적으로 설화의 기본적 특징은 유목민 목자들의 일상적 삶의 모습들인 행복, 평화, 

갈등, 재담 등을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때로는 비판적으로, 혹은 자랑스러운 방식으로 표

현하는 것이다. 설화의 일상적인 형태가 복원되고 디지털화되어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

었다. 이러한 설화의 형식에는 가장 짧은 것부터 가장 긴 것까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음유

시인 ‘가루구이 후헨’ - 도르쥬렌과 초이후 등은 많은 짧은 설화를 이야기 하였다. 설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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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되고 디지털화된 자료 녹음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본 사업을 통해 201.13 시간의 

설화 녹음이 복원되고 디지털화되었다.  

민요 

몽골의 민요는 장가, 단가, 그리고 작사가가 있는 노래 등 세 가지 장르로 구분된다. 몽

골의 장가(우르틴 두)는 유목문화에서 기원한 매우 뛰어나고 독특한 걸작이며, 몽골 유목

민들인 각 지역과 민족들의 관습과 언어에 의해 그 형태가 점차 발전해 왔다. 이 민요들은 

풍부한 기교와 가성, 매우 넓은 음역대와 자유로운 구성 형식을 보인다. 장가의 가사와 멜

로디는 몽골의 유목민족의 철학적 관점, 이념, 상징, 우주와 자연, 인간, 동물, 조상, 국가에 

대한 숭배와 존경, 부모와 자식, 배우자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담고 있다. 몽고 장가의 장

르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다시 분류된다. 아이잠 우르틴 두(리듬감 있는 장가), 지린 우

르틴 두(전형적 장가), 그리고 베스레그 우르틴 두(짦은 장가)가 그것이다. 유명한 지역 연

행자에 의해 녹음된 민요와 단가의 풍부한 자료들은 언어문학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다.   

각 민족과 지역의 민요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살아남았다. 중앙 할하, 서몽고, 부

리아드, 다르카드, 차탕 지역의 소수민족들의 민요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민요들은 다른 

형태의 표현물에 비해 평균적으로 1-5 분 가량 짧지만, 그 수는 매우 많다. 따라서 다른 작

업에 비해 민요 자료의 복원과 분류, 디지털화 작업은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었다. 본 

사업을 통해 총 47.56 시간의 민요 녹음 자료들이 복원되고 디지털화되었다.  

스토리텔링 – 스토리텔링은 인간의 삶과 사회이다.   

스토리텔링은 사회와 인간의 삶에 일어난 재미있고 독특한 현상적 사건들을 예술적인 

방식으로 구성해내는 구전 표현이다. 스토리텔러는 이야기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사건을 

직접 경험하였거나 이에 대해 매우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사람이다. 특별한 

사건은 가까운 과거에 일어났으며, 그 사건의 실제 여부가 지역 사람들에 의해 이미 검증

된 사건이다. “스토리텔링”이라는 항목 외에도 스토리텔링은 지역 방언, 전통 의례와 관습

과 관련된 민속 언어, 기념물 등의 항목에도 포함될 수 있다. 스토리텔링의 항목에 수록된 

녹음 자료들은 총 50.51 시간이다.  

예를 들어 전설(13,54), 축도(9.21), 시(10.05), 민속 드라마(1.24), 신화(3.36), 관습 및 

의례와 관련된 기타 구전 표현(8.38), 샤머니즘 유산(2.23), 불교 유산(1.26), 기타 구전 표

현(0.04), 리듬이 있는 시(4.32), 민속 공연 예술 및 독주 음악 녹음(6.06), 학회 발표 녹음

(44.42), 공연 녹음(11.37), 기타(105.49)가 디지털화되고 분류되었다. “기타” 항목에는 음

질이 좋지 않거나, 여러 사람에 의해 녹음된 자료들이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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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간바타르 보롤조이 부얀토그토흐 합계 

1 서사시 50.18 41.56 44.34 136.48 

2 멜로디가 있는 

설화 
27.46 14.34 14.15 56.35 

3 설화 50.06 85 66.07 201.13 

4 전설 7 3.20 3.34 13.54 

5 신화 1.36 0.02 1.58 3.36 

6 노래 6.41 22.35 18.40 47.56 

7 민속드라마 0.41 0.01 0.42 1.24 

8 관습 및 의례와 

관련된 기타 구전 

표현 

 

0.02 

 

8.30 

 

0.06 

 

8.38 

9 축도 2.25 3.09 3.47 9.21 

10 시 3.05 3.02 3.57 10.05 

11 샤머니즘 유산 0.08 0.23 1.02 2.23 

12 불교 유산 0.10 1.09 0.07 1.26 

13 기타 구전 표현 0.02 0.02 - 0.04 

14 리듬이 있는 시 1.44 0.51 1.57 4.32 

15 스토리텔링 17.09 11.05 22.37 50.51 

16 학회 녹음 자료 19.8 5.28 20.06 44.42 

17 공연 녹음 6.37 0.55 4.05 11.37 

18 민속공연예술, 

독주 음악 녹음 
0.50 1.27 3.49 6.06 

19 기타 41 32.26 32.23 1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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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구축 

몽골의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한 전문가팀이 구성되었다. 웹사이

트 구축팀과 사업 실행팀은 2011 년 12 월 말에 웹사이트 구축을 위한 양자간의 합의에 도

달하였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웹사이트 구축팀은 전문 웹디자이너와 무형유산 전문가, 연

구자, 사진작가 등을 포함한다. 웹사이트에 포함될 주요 내용들은 팀 멤버들의 토론과 의

논을 거쳐 결정되었다. 동시에 관련 정보와 자료들을 모았다. 전문 웹디자이너들이 웹사이

트의 디자인을 구상하였으며, 웹사이트에 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형유산 및 그 보호와 관련된 국제법, 

협약, 선언, 지침, 권고, 추천, 참조, 국제

회의, 심포지움, 컨퍼런스, 세미나 자료;  

 몽골의 무형유산 및 그 보호와 관련된 국

내법, 지침, 추천, 참고자료, 기타 참고문

헌 및 관련 문서; 

 무형문화유산 목록, 분류체계, 항목, 간

략한 소개와 사진;  

 무형유산 보유자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 

및 사진;  

 언어문학연구소에서 소장하고 있는 노

후화된 자기 테이프에 수록된 음성 자료

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 

 몽골의 성지 등록, 간단한 소개 및 사진;  

 무형유산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적 자료 

및 참고문헌.  

 

 

 

 

공식 웹사이트 주소: www.ich.mn 

오픈 예정일: 2012 년 7 월 21 일

http://www.ich.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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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세트 제작 

 본 사업의 결과로, 총 10 장으로 구성된 CD 세트가 제작되었다. 보급을 목적으로 제작

된 CD 세트에 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서사시 

2. 설화와 전설 

3. 축도 

4. 시 

5. 민속공연예술 

6. 샤머니즘 및 불교 유산  

7. 전통 민속 장가 

8. 전통 민속 단가 

9. 스토리텔링, 전통 관습 및 의례 

10. 악기와 함께 하는 설화 

각각의 CD 에는 내용에 대한 간략한 소개도 첨부되어 있다.   

약 713 시간의 녹음자료들은 700 GB 분량으로 디지털화되었다. 이 파일들은 언어문학

연구소의 자료복원과 디지털화에 사용되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다. 따라

서 자료들은 컴퓨터 바이러스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복원되고 디지털화된 700 GB 의 파일 자료들은 특수한 이동식 하드디스크에 저장

될 것이다.  

음성 녹음자료들의 디지털화와 분류,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의 생성은 정보에 대

한 모든 사람들의 자유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연구 및 교육 활동 등 앞으로 더욱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에 활용될 것이다. 본 사업을 통해 몽골은 노후화된 자기 테이프를 

복구하고 디지털화하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획득하였다. 언어문학연구소의 기술 및 전문 

분야에서의 역량도 강화되었다. 노후화된 무형문화유산 자기 테이프들은 복원되어 일반 

대중들에게 보급되었다. 그 결과 일반 대중들의 인식 제고뿐만 아니라 과학적 연구 및 조

사, 광고, 홍보, 그리고 전수 등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또한 가치 있는 무형유산 정보 데이

터베이스가 구축되었고 앞으로 더욱 발전될 것이다. 새로운 무형유산 관련 정보 기술의 활

발한 활용 역시 증대될 것이다. 새로운 정보 기술을 활용한 무형유산의 보호와 복원,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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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 및 전승은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정보 공유와 협력,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촉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사업 결과 보고회 

‘2011/2012 몽골-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협력 정보화 구축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자축하는 행사가 2012 년 6 월 7 일 언어문학연구소 회의장에서 열렸다.  

교육문화과학부 대표단과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유산센터 등의 정부인사, 관련 기관 및 

비정부기구 대표, 학자 및 연구자 등 60 여명 이상의 관련 인사들이 본 행사에 참석하였다. 

행사는 몽골의 저명한 민속 장가 연행자인 투브신자르갈의 ‘에르트니 사이칸’ 공연으로 시

작되었다. 

언어문학연구소장인 투무르토구와 교육문화과학부 문화예술부의 자르갈사이칸이 본 

행사의 기조 발제를 맡았다.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의 이사장인 우르트나산은 몽골의 자

연문화유산보호재단과 한국의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협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

무리 되어 713 시간의 노후화된 녹음 자료들을 복구하고 디지털화 한 것에 대한 깊은 감사

와 기쁨을 표하였다.                                                                                                                                                                                                                   

디지털화된 녹음 자료들을 분류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 이외에도, 선별된 자

료들만을 수록한 총 10 장으로 구성된 CD 세트를 100 세트 제작하였다. 본 CD 세트의 제

작과 보급은 연구자들과 학자들에게 귀중한 자료로서 활용될 것이며, 일반인들에게도 무

료로 보급되어 무형유산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특별히, 금보

다도 더 귀한 살아있는 보물인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재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기

관 및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전문가들과 자연

문화유산보호재단의 우르트나산, 언어문학연구소의 알탄투야, 노민다리, 투무르토구, 볼

드 등이 본 사업에 특별히 힘써 주었다. 또한 언어문학연구소의 보롤조이와 간바타르, 자

연문화유산보호재단의 부얀토그토흐는 직접 자료의 복원과 디지털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몽골 국립 라디오방송국의 엔지니어들은 모든 기술적인 문제들을 담당해주었고, 초루, 카

투, 바야느갈란, 알리마, 윤덴바트 박사는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꼼꼼한 모니터와 평가를 

해주었다. 몽골 국립라디오방송국의 바트사이칸은 기술 장비와 하드웨어의 설치에 힘써

주었고, ‘차간 라바이’ 스튜디오와 ‘모그주혼’ 스튜디오의 전문가들은 CD 세트를 제작하

는 데 도움을 주었다. 문화유산센터의 사인바야르는 웹사이트 제작을 도와주었고 몽골의 

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의 문화재청은 본 사업의 시작부터 끊임없는 후원과 지지를 아끼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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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결과 

 

 

‘2011/2012 몽골-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협력 정보화 구축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실행은 한-몽골 양국 간의 문화적 교류와 관계를 증진시키고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복

구, 발전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 유네스코 후원기관인 몽골의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과 

한국의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협력으로 몽골은 무형유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

적 제도를 구축하고 무형유산 보유자들을 진흥하였으며, 노후화된 자기 테이프들을 복원

하고 디지털화하였다. 본 사업은 몽골의 다른 기관들과 단체들이 소장하고 있는 노후화된 

자기 테이프들을 복원하고 디지털화하고, 보급하는 활동의 모범사례로서 초석을 쌓는 역

할을 하였다. 자기 테이프의 복원과 디지털화에 있어서 기술적, 전문적 분야의 역량 강화

는 본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사업이 몽골 내의 다른 기관

과 단체들에 소장되어 있는 노후화된 자기 테이프들을 복구하고 디지털화하는 지속 사업

으로 이어지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지역적 차원에서 무형유산 정보 네트워크의 구축

과 협력을 위해서는 무형유산 관련 비정부기구들의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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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유네스코와 국제사회의 꾸준한 노력으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모든 

국가들과 단체, 공동체들에게 파급되었고, 이것은 그들의 무형문화유산을 사랑하고 존중

하며 보호하고 전승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의 원천이자 전세계의 문화다양성과 

상호존중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였다.  

몽골은 개발도상국으로서 국제협력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활동들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여기서 한국과 몽골의 협력이 특별히 돋보인다.  

본 사업은 2007 년부터 2010 년까지 한국과 몽골 간의 4 개년 협력 사업으로서 성공적

으로 진행되었던 몽골 무형문화유산 보호 제도 보급 사업의 연장이다. 본 협력 사업의 결

과 몽골은 무형유산 관련 국내 법규를 정비하고, 전국 규모의 현지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무형유산 국가 목록 작성 및 보유자 선정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다수의 전문가 회의 및 

보유자 훈련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가시성 제고를 위하여 유네스코 무형유산 사진전을 

개최하였고, 몽골 무형문화유산 가이드북을 발간하였다.  

몽골 무형문화유산 보호 제도 보급 사업을 마치며 실시된 평가회의에서 몽골 관계기관

과 유네스코 카테고리 2 기구로 전환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정보와 네트워크라

는 센터의 중점 기능을 고려하여 후속사업을 진행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동시에 센터는 

몽골 국립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와 국립라디오방송국, 국가기록보관소에 소장된 노후화

되거나 손상된 무형문화유산 관련 자료들의 복구와 디지털화 작업을 위해 사전 조사를 실

시하였다.  

몽골 관련 기관의 요청과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전문가들의 상의 끝에, 두 기관은 

2011 년 본 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몽골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의 추천에 따

라 언어문학연구소에 소장된 무형문화유산 관련 자기 테이프 자료들이 복원 및 디지털화

의 대상이 되었다.  

2. 타당성 

1921 년에 설립된 언어문학연구소는 몽골의 구전 및 무형유산, 문학, 민속, 방언, 불교, 

알타이어족 등에 관한 선구적인 연구기관의 역할을 해왔다. 연구소의 목적은 몽골의 언어

와 문학 전통과 더불어 다양한 민속 유산 전통의 재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조사이다.   

연구소의 풍부한 아카이브 자료들은 1921 년부터 1930 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따라

서 노후화되고 손상된 자료들의 복원과 디지털화가 시급하게 요구된다.   

연구소에 소장된 무형문화유산 관련 자기 테이프 자료들은 몽골의 서사시, 전설, 민속설

화, 민요 및 기타 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013 시간의 자기 테이프 자료가 연구소

에 소장되어 있다. 그 중에서 713 시간의 자료가 복원되고 디지털화 되어야 할 것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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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었다. 그 중에서도 1956 년에서 1959 년 사이에 만들어진 188 개의 테이프, 총 202 분 

분량의 자료가 긴급히 복원되고 디지털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자료

의 자세한 목록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몽골 국립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소장 자기 테이프 현황 

분류 내용 

테이프 

수량(개) 

전체 테이프 

길이(미터) 

전체 녹음 

분량(시간) 

1 군 

민속, 설화, 신화, 서사, 

찬미, 기도, 민요 

(Folklore, tales, legends, epics, eulogies, 

praises, folk song) 

520 180 66 

2 군 41 260 95 

3 군 95 350 142 

4 군 63 540 208 

5 군 188 1,000 202 

Total 2,330 907 713 

중요한 점은 아카이브의 열악한 상태와 보관 미비로 인하여 언어문학연구소의 무형유

산 관련 자료들이 건조되거나 파손되어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작업의 

속도를 늦추는 하나의 원인으로 고려되는 사항이다.  

앞서 언급한 무형유산 관련 자료의 복원과 디지털화는 단순히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형유산과 관련된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가적 규

모의 통합된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역시 중요하다.  

3. 사업 목적 

A. 언어문학연구소에 소장된 노후화되고 손상된 무형유산 관련 자료들의 복원  

B. 언어문학연구소 아카이브 내의 노후화되고 손상된 무형유산 관련 자료들의 디지

털화  

C. 언어문학연구소 아카이브 내의 노후화되고 손상된 무형유산 관련 자료들의 정리, 

코드화 및 분류  

D. 연구소의 기술 및 전문적 역량 강화  

E. 연구소의 무형유산관련 정보에 대한 일반 대중 및 연구자들의 접근성 강화에 기여 

F. 국가적 차원의 무형유산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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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CD 제작을 통해 무형유산 관련 정보의 보급 증대 

H. 디지털화를 통해 몽골의 무형유산 관련 희귀 자료 확보  

본 사업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실질적 역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노후화

되고 손상된 자료들을 복원하고 디지털화하며, CD 들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몽골의 무형

유산 관련 웹사이트를 구축함으로써 몽골의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조직적 활동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무형유산 관련 자료를 보다 잘 관리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

며 대중적 인식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몽골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위의 활동들은 무형문화

유산의 개념과 그것의 다양한 측면, 주요 활동 및 보호 조치 등이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수행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위에 언급한 목적에 따라 연구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보 공유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4. 사업 내용 

A. 언어문학연구소에 소장된 713 시간 분량의 자기 테이프 자료들의 복원 및 디지털화  

B. 몽골의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포털 웹사이트 구축(몽골어/영어) 

C. 한국에서 전문가 회의 개최 

D. CD 세트 제작(100 세트)  

E. 교육 및 문화기관, 학교 등을 포함하여 관련 기관에 CD 세트 보급  

F. 디지털화된 자료들을 평가하고 세부적인 정보들을 취합하기 위한 모니터링 그룹

의 지정  

G. 보고(중간보고/결과보고) 

5. 사업 결과 

A. 언어문학 연구소에 소장된 오디오 자료들의 디지털화 및 CD 세트 제작  

B. 학교 및 관련 기관들에 CD 세트 보급  

C. 2007 년부터 2010 년까지 추진된 한-몽골 협력 사업에 기반하여 몽골 무형문화

유산에 관한 포털 웹사이트 구축  

D. 연구자들과 일반 대중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디지털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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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청소년 및 학생, 무형유산 보유자 및 연행자들을 포함한 일반 대중들의 인식 제고  

6. 기대 효과 

A. 713 시간의 자기 테이프의 복원 및 디지털화 :  

 무형유산 관련 국내외 연구자 및 전문가들에게 참고자료로 활용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및 재활성화에 기여  

 디지털화 기술과 유능한 인력을 통해 독립적인 자료 관리 역량의 강화 

B. 몽골의 무형유산 관련 포털 웹사이트 구축 : 

 무형유산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 제고   

 몽골의 무형유산에 대한 정보 접근 용이 

 해외 연구자들 및 전문가들에게 영어로 번역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몽골 무

형유산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인용을 가능하도록 함  

C. 교육, 문화 기관, 학교 등 관련 기관에 CD 세트 보급: 

 전통 문화와 민속 등을 포함하는 무형유산에 대한 몽골 청소년들의 인식 제고  

7. 향후 계획 

A. 웹사이트를 통한 몽골 무형문화유산 관련 정보의 일반 보급 강화 및 해당 웹사이

트의 유지 보수 체제 확립  

B. 몽골의 무형문화유산 웹사이트와 센터 홈페이지 간 연계를 통해 무형문화유산 정

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C. 한국-몽골 협력 사업 전체 혹은 일부 활동을 유네스코 모범사례로 등재하여 본 

사업의 가시성 제고  

8. 추진 일정 

Activity Date 

몽골 국립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자료복원 및 디지털화 
2011 년 10 월~2012 년 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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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무형유산 포털 웹사이트 구축 (몽골어/영어) 2011 년 11 월~2012 년 2 월 

자료 복원 및 디지털화 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 2011 년 10 월 

멀티미디어 자료(CD 세트) 제작 (100 세트) 2011 년 11 월~2012 년 3 월 

멀티미디어 자료 관련 기관 배포 2012 년 2 월~2012 년 3 월 

모니터링 그룹 지정 및 디지털화 자료 평가 2011 년 12 월~2012 년 2 월 

중간/결과보고 
2011 년 12 월 (중간보고서)  

2012 년 3 월 (결과보고서) 

일정표 

 

내용                 월 

 

8 

 

9 

 

10 

 

11 

 

12 

 

1 

 

2 

 

3 

업무협의 및 사업계획 √        

사업 협정 체결  √       

자료복원 및 디지털화 시행   √ √ √ √ √ √ 

웹사이트용 자료 선정 및 변환   √ √ √    

전문가 회의 개최   √      

몽골 무형유산 포털 웹사이트 구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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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세트 제작    √ √ √ √ √ 

중간보고서 제출     √    

CD 세트 배포       √ √ 

디지털화 자료 모니터링     √ √ √ √ 

결과보고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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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문서 3 

중간보고서 

 

 

몽골-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협력 정보화 구축 지원사업 중간보고서 

몽골의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과 한국의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협력으로 추진

된 정보화 구축 지원사업의 시작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 이제는 사업을 실제 진행

하고 주요 활동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가는 단계이다.  

본 사업은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수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A. 언어문학연구소에 소장된 713시간의 자기 테이프 자료들의 복원 및 디지털화 

B. 몽골의 무형문화유산을 소개하는 포털 웹사이트 구축(몽골어/영어) 

C. 한국에서 전문가 회의 개최 

D. CD 세트 제작(100세트) 

E. 교육, 문화 기관 및 학교 등 관련 기관에 CD 세트 배포 

F. 디지털화된 자료를 평가하고 세부 정보들을 취합하기 위한 모니터링 그룹 선정 

G. 보고(중간보고/결과보고) 

본 사업의 틀 속에서 아래의 활동들은 이미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A. 본 사업의 실행 과정에서 몽골의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과 언어문학연구소는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B. 한국과 몽골 양국은 2011년 10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C. ‘2011/2012 몽골-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협력 정보화 구축 지원사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회의가 2011년 10월 17일에서 20일까지 한국에서 

개최되었다.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의 우르트나산 이사장, 알탄투야, 몽골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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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방송국의 케를렌투울, 언어문학연구소의 간바타르 등을 포함한 몽골측 

전문가들과 더불어, 한국측 전문가인 아태무형유산센터의 박성용 본부장, 국립

문화재연구소의 송민선 실장, 국가기록원의 이지영 공업연구사, 영화진흥위원

회의 김기탁, 주현승, 문화방송의 최상일 프로듀서, 국립민속박물관의 김종태 

학예연구관 등을 비롯한 문화 관련 기관과 기술자들이 참여하였다. 

전문가회의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무형문화유산 디지털화 현황’, ‘몽골 무형문화

유산 보호 활동에서의 아날로그 자료 복원 및 디지털화의 필요성과 중요성’, ‘몽골 국립

라디오방송국의 무형문화유산 관련 자료활용’, ‘몽골 언어문학연구소 소장 아날로그 자

료 현황 및 향후 자료복원 및 디지털화 계획’, ‘민요 아카이브의 기능과 민요 데이터베이

스 구축 방안’, ‘시청각 기록물 보존 및 디지털화’,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전통음악 데

이터베이스화 추진’ 등의 제목으로 전문가들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양측은 한국의 무형

유산 정보와 네트워크 시스템,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련 활동들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본 사업 추진에 있어서 매

우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데에도 동의하였다.       

전문가 회의 기간 동안 몽골측 참가자들은 MBC 의 통합 민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소개를 듣고 MBC 라디오국과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영상진흥위원회 남양주종합촬

영소,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 등을 견학하였다. 이를 통해 노후화된 무형유산 영

상자료들의 보존 기술과 일반 대중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무형유산 자료의 아

카이브화 등에 대한 철저한 현장학습을 하였다.   

몽골의 언어문학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자기 테이프의 복구와 디지털화를 위한 운

영지침은 투무르토구 소장의 승인 하에 마련되었다. 사업의 실행을 위한 실무팀과 전문

가팀의 구성 또한 운영지침에 포함되었다. 업무 분담과 조건 등 세부적인 사업 계획 역

시 실행 기관인 언어문학연구소에 의해 마련되었다.  

전문가팀은 2011 년 11 월에 수행된 사업의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고안되었

으며 교육부와 문화과학부,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유산센터, 언어문학연구소 및 국립 라

디오방송국 등 각 관련 기관에 소속된 6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가팀의 역

할은 행정적 절차에 관한 자문 및 자료 복원 활동에 대한 지원과 관리, 유산의 지정과 분

류, 보관상태와 디지털화 등의 활동 모니터링 등이다       

사업 실행팀은 12 월 3 차례의 회의를 통해 본 사업의 실행을 위한 운영지침과 정책 

등을 마련하고 소개하였다. 2011 년 12 월, 사업 실행팀 구성원들과의 계약이 체결되었

다. 

본 사업의 예산으로 미화 20,000 달러와 16,918 달러가 가 2011 년 12 월 2 일과 21

일에 각각 송금되었다. 동시에 필요한 장비와 도구, 기타 재료들이 언어문학연구소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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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되었다. 주요 장비는 컴퓨터, UPS, 믹싱콘솔, 사운드 카드, 헤드폰 등이다. 노후화된 

자기 테이프(ZRK)들을 재생하기 위한 장비를 구입하는 문제로 인해 사업이 계획보다 

지연된 부분이 있었다. 현재는 3 개의 대여한 장비를 사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젝트팀이 계속해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자 노력 중에 있다. 

사업 실행팀은 몽골 국립라디오방송국에서 10 일 간의 훈련 프로그램을 수료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자기 테이프의 구조를 파악하고 그것을 분류하는 방

법, “CUBASE” 프로그램을 활용한 작업 방법 및 기술 등에 대하여 다루었다. 또한 3 일 

간의 현장 실습을 통해 언어문학연구소의 장비들을 실제로 설치하였다.  

현재 약 100 시간의 오디오 자료들이 복원되었다. 총 10 장으로 구성된 오디오 CD 세

트를 제작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동시에 진해되고 있다. 오디오 자료 중에서 무형문화유

산 자료들이 선별되어 CD 에 포함된다. CD 세트의 제작은 모든 오디오 자료의 복구가 

완료되는 3 월에 완성될 예정이다.      

몽골의 무형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웹사이트 구축을 위한 전문가팀이 선정되었다. 웹

사이트 구축팀과 사업실행팀은 2011 년 12 월 말까지 웹사이트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

다. 웹사이트 구축팀에는 전문 웹디자이너들과 무형유산 전문가, 연구자 및 사진작가들

이 포함된다. 웹사이트에 포함될 내용은 팀원들끼리 의논하고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하

였다. 동시에 필요한 정보와 관련 자료들이 수집되었다. 전문 웹디자이너들은 웹사이트

의 디자인을 맡았다. 웹사이트에 수록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몽골의 무형유산 및 그 보호와 관련된 국내법, 지침, 추천, 참고자료, 기타 참

고문헌 및 관련 문서 ; 

 

B. 무형문화유산 목록, 분류체계, 항목, 간략한 소개와 사진 ;  

C. 무형유산 보유자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 및 사진 ;  

D. 언어문학연구소에서 소장하고 있는 노후화된 자기 테이프에 수록된 음성 자

료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 ; 

E. 몽골의 성지 등록, 간단한 소개 및 사진 ;  

F. 무형유산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적 자료 및 참고문헌  

웹사이트의 구축은 언어문학연구소에 소장된 노후화된 테이프들의 복구가 마무리되

는 대로 2012 년 3 월 내에 완료될 예정이다.  

사업의 출범식은 2012 년 1 월 5 일, 언어문학연구소의 컨퍼런스 홀에서 거행되었다. 

출범식에는 교육문화과학부의 무형유산 전문가들을 비롯하여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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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부의 자갈사이칸, 문군툴, 사업총괄자인 우르트나산, 학자이자 언어문학연구소의 소

장인 투무르고구, 문화유산센터 무형문화유산부서의 윤덴바트, 무형유산 전문가, 프로

젝트 팀원들, 연구소의 행정직원들 및 각종 관련 단체 대표 50 여 명이 참석하였다.  

사업 출범식에는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부의 문군툴과 사업 총괄자인 우르트나산, 

언어문학연구소 소장인 투무르고구의 발표가 있었다. 이들은 사업의 내용과 중요성, 그

리고 가치에 대해 강조하였다. 특별히 본 사업을 업무적,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센터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였다. 발표자

들은 또한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그들의 강한 의지를 표하고 최대한의 협조

를 약속하였다. 사업 출범식에 참석한 귀빈들은 노후화된 자기 테이프들의 복구 작업에 

대한 현장 활동을 소개받았고 사업실행팀에게 본 사업의 귀중한 가치를 강조하면서 성

공적인 시작을 축하하였다. 참가자들과 발표자들은 본 사업이 정해진 시간 내에 성공적

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조언과 방법들을 함께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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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문서 4 

전문가 회의 일정표 

 

 

1. 사  업  명 : 정보 기술을 활용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전문가 회의 

2. 사업 목적 : 몽골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보화 구축 지원 

3. 사업 개요 : 2003 년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의 정신 아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를 목적으로 몽골과 한국 전문가들이 정보 기술의 활용을 위해 서로의 경험과 정보

를 공유  

4. 일정표 

2011년 10월 17일 월요일, 10:00~18:00 

기관방문 1 

(10:00~12:00) 영화진흥위원회 
 

기관방문 2 

(14:00~18:00) 영화진흥위원회 남양주종합촬영소 
 

2011년 10월 18일 화요일, 10:00~18:00 

기관방문 3 

(10:00~12:00) MBC 라디오 방송국 
 

기관방문 4 

(14:00~18:00) 한국 국가기록원 
 

2011년 10월 19일 수요일, 10:00~17:00 

장소 국립 고궁박물관  

10:10~10:10 개회사 

박성용,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 

센터 

10:10~10:20 환영사 

우르트나산 노로브, 몽골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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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션: 몽골의 무형문화유산 정보화 현황  

10:45~11:00 
무형유산 분야 한-몽 협력 성과와 몽골 정보화 

지원 방안 및 센터 활동 소개 

박성용,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 

센터 

11:05~11:20 

몽골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에서의 

아날로그 자료 복원 및 디지털화의 필요성과 

중요성 

우르트나산 노로브, 몽골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 

11:25~11:40 

몽골 국립라디오방송국의 무형문화유산 

관련 자료 활용 

케를렌투울 룬다, 몽골 

국립라디오방송국 

11:45~12:00 

몽골 언어문학연구소 소장 아날로그 자료 

현황 및 향후 자료복원 및 디지털화 계획 

간바타르 자브잔둘람, 몽골 

언어문학연구소 

12:00~14:00 점심  

 
2 세션: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정보화 현황 및 

관련 사업 
 

14:00~14:30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전통음악 

데이터베이스화 추진 송민선, 국립문화재연구소 

14:40~15:10 시청각 기록물 보존 및 디지털화 이지영, 국가기록원 

15:20~15:50 민요 아카이브의 기능과 민요 DB 구축 방안 최상일, MBC 

16:00~17:00 토론  

2011년 10월 20일, 10:00~12:00 

기관방문 5 

(10:00~12:00)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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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문서 5 

전문가 회의 참가자 명단 
 

 

몽골 참가자 

우르트나산 노로브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 이사장 

알탄투야 아유슈자브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 담당자 

케를렌투울 룬다 국립라디오방송국 엔지니어 

간바타르 자브잔둘람 국립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연구원 

한국 참가자 

박성용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정책사업본부 
본부장 

송민선 
국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재연구실 
실장 

이지영 국가기록원 보존복원연구과 공업연구사 

최상일 MBC 정보콘텐츠실 프로듀서 

김종태 국립민속박물관 유물과학과 학예연구관 

주현승 영화진흥위원회 기술지원센터 직원 

김기탁 
영화진흥위원회 

남양주종합촬영소 녹음실 
대리 

사무국 

박원모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연구정보팀 
팀장 

최미리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지식출판팀 
직원 

안민정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연구정보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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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문서 6 

전문가 회의 발표 자료 

 

 

무형유산 분야 한-몽 협력 성과와 몽골 정보화 지원 방안 

박 성 용｜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정책사업본부장 

1. 들어가는 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각국은 자신들의 문화 권리를 인식시키고 문화 정체성을 발전

시킬 수있게 만들어준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것을 보호 증진

하기 위해서 많은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특히 아태지역의 일부 국가들은 자신들의 

문화유산 보호, 나아가 평화의 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유대 형성 및 무형유산 보호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제도를 적용하는데 있어 급격한 세계화, 도시화 및 현대화를 극복해

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은 ‘살아있는 유산’이자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지역, 민족적 정체성을 함

께 보여주고 있는 자산이다. 때문에 유네스코는 2003 년에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채택하는 등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대한민국 정부 또한 1960 년대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인간문화재 제도를 포

함한 문화재보호법을 시행해 오면서 무형유산 보호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따라

서 무형문화유산이 그 성격상 급격히 소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세계화의 영향

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멸과 왜곡으로부터 무형문화유산을 지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아

태지역의 유네스코 회원국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무형문화유산센터를 설립하

였다.  

2.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목적과 기능 

무형문화유산을 통한 문화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센

터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아태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으며, 이를 위하여 첫째,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협약 이행을 증진하고, 둘째, 관련 

지역사회의 참여와 일반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셋째,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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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넷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무형유산 보호 활동을 증진

시키고자 한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제 2 조 3 항에서 ‘보호(safeguarding)’의 개념을 무형문화유

산의 생명력을 보장하기위한 수단 또는 조치로서 지정, 기록, 연구, 보전, 보호, 증진, 선

양, 전승, 교육등의 조치 및 수단을 열거하고 있다.  

센터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수단 및 조치들을 고려하면서, 위의 목

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센터의 주요 기능을 다음과 같이 5 가지로 설정하고 있

다. 

A. 지정및기록 :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의 구성요소 인식을 위한 종목 지정과 기

록 작성 

B. 전승및 보급 : 무형문화유산의 지속적 전승을 위한 교육자재,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C. 진흥 및 선양 :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 대중, 특히 청소년들의 인

식 제고를 통한 무형문화유산 보급 및 선양 

D. 정책 및 제도 :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과 회원국에 대한 

적절한 법적, 행정적 제도 채택 장려 

E. 교류 및 협력 :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한 정보와 지식의 교환을 위하여 무형

문화유산 관련 조직 간의 국제적, 지역적 협력 강화 

3. 몽골-아태무형유산센터 협력 사업 

몽골과 아태무형유산센터의 협력사업은 2007 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

져오고 있다. 유네스코몽골위원회(2007~2009)와 몽골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2010)이 

아태센터와 함께 협력사업을 진행해왔다. 협력사업은 2007 년 한-몽골 무형문화재 제

도 활용을 위한 1, 2 차 전략회의를 통한 전문가 교류로 시작되어 2008~2009 년의 인간

문화재 제도 보급 지원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물이 2010 년에 몽

골 무형유산 가이드북으로 출판되었다. 

2008 년에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범위 내에서 몽골에 인간문화재 제도

를 소개하고 이를 시행하여 무형유산 및 그 보유자를 보호, 유지, 홍보하고자 관련 제도

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금까지 몽골에서 작성한 각종 연구자료를 정리하여 현

황을 파악한 후, 몽골에서 관련 법률의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몽골 서부

지역에서 무형유산 보유자 발굴을 위한 현지조사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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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에는 현지조사 지역을 중부 및 고비사막 지역까지 확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

로 무형유산 및 보유자 임시 목록을 작성하였다.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심포지엄이 개최

되어 정부기관, 무형유산 보유자,관련 단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무형문화유산 보호 

권고안이 마련되었으며, 몽골의 유네스코 인간문화재 제도 이행에 관한 워크숍을 통해 

무형문화유산 전수 임시 교육 모듈이 마련되었다. 

 
인간문화재 제도 보급 협력사업  

전문가 회의 

 
몽골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 

 
인간문화재 제도 이행에 관한 워크숍  

단체사진 

 
몽골현지조사 

2010 년에는 3 차년도 사업으로 몽골 무형유산 가이드북이 발간되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분야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무형문화유산 가이드북을 발간함으로써 대중

의 인식을 고취시키고,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공동체, 청소년, 연구자, 정책결정자 간의 

조직적인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이 가이드북은 ‘몽골의 무형

문화유산(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he Mongol Nation)’이라는 제목으로 

몽골어 및 영문으로 발간되었다. 2010 년 12 월에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가이드북 출판

기념회가 열렸으며, 이와 함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유네스코 무

형유산 사진전이 개최되었다.  

4 년에 걸친 일련의 사업을 통해 몽골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 2009 년 7 월에 교육문화과학부장관령으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법

률이 제정되었으며, 58 명의 무형유산 보유자 목록이 작성되었다. 또한 5 개 분야 71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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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대표목록과 8 종목의 긴급보호목록이 몽골 무형문화유산 국가목록으로 작성되었

다. 또한 몽골 무형문화유산 종목을 소개하는 가이드북이 2 개 언어로 제작되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사진전 

 
몽골무형문화유산 가이드북 

4. 제도 보급에서 정보화 구축으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유네스코의 지역센터로서 특히, 정보 및 네트워킹을 기

반으로 한 무형유산보호활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2010 년 12 월, 몽골 무형문화유산 보호 제도 보급 사업을 마치며 실시된 평가회의에

서, 몽골은 해당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다고 

평가되었다.  센터 또한 유네스코 카테고리 2 기구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는 센터의 

중점 기능을 고려하여 정보화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후속 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

다.  

센터의 정보화 지원 사업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는, 무형유산 종

목 기록작업, 무형유산 관련 훼손 자료의 디지털화 및 웹사이트 구축과 같이 무형유산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수집 가공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전문가 및 NGO 회의 

개최, 전승자 간의 교류 등을 통해 전문가, 전승자, 전문기관, NGO 등 무형유산 관련 

기관 및 개인들의 네트워크를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5. 몽골 무형유산 자료복원 및 디지털화 지원사업 사전조사 

국가들 간의 정보와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기술과 첨단 기술을 도

입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한국과 몽골 양측이 이에 동

의함에 따라, 몽골에서 훼손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 관련 자료의 현황을 파악하고, 자료

복원 및 디지털화를 위한 제반 시설을 조사함으로써 정보화 구축 사업의 타당성을 살펴

보기 위해 2010 년 12 월에 몽골 현지 관련 기관에서 사전조사가 실시되었다.  

먼저 문화예술위원회와 유네스코몽골위원회를 방문하여 한-몽 협력사업 추진을 위

한 몽골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자료복원 및 디지털화 관련 정책 현황과 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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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사업 협력기관인 몽골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을 방문하여 몽

골의 무형유산과 정보화 현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앞으로의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

하였다. 

몽골 무형유산 

현황 

- 사라질 위기에 처한 무형유산의 보호를 국가적 문제로 인식 

- 울란바타르 시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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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 작성 진행중 

- 사라져 가는 무형유산의 보호를 위한 자료의 디지털화 중요성 인지 

- 홈페이지를 통한 무형유산 디지털 자료 배포 중요성 인지 

- 무형유산 보급을 위한 영상자료의 중요성 인지 

사업 추진 방안 

- 센터가 사업 추진시 몽골 자연문화유산재단 네트워크 활용 

- 향후 무형유산 디지털 자료 배포를 위한 홈페이지(영-몽) 운영 

이후 언어문학연구소와 예술문화연구소를 방문하여 기관별로 보관 중인 자료 현황과 

장비 수준을 파악하였으며, 자료복원과 디지털화에 필요한 기술에 관해 논의하였다. 

언어문학연구소 자료현황 및 정보화 추진방안 

자료현황 

- 1950~80년대 녹음한 릴테이프(구소련 및 동독산) 자료 800점 보유 

- 장가, 구전동화 등 구전문학자료 다수 보유(몽골내최다) 

- 보유자료 중 야외녹음자료가 많아 잡음 보정 필요 

- 다수 종목 동시 녹음된 자료 복원 시 분리작업 필요 

- 예산 및 기술 부족으로 자료 복원작업 부진 

장비현황 

- 1970년대 헝가리, 스위스, 중국산 재생기 4대보유 

- 보유 기기의 일부 기능 작동이 되지 않는 등 온전치 못함 

- 자료 보존을 위한 작업(공회전) 필요 

- 일부 진행중인 디지털화 자료의 보관체계 부실 

사업추진방안 

- 원본 자료복원 및 디지털화 작업 동시진행 

- 자료 종류별 분류체계 구축 

- 음악 전문가 및 기술자 동시 작업 참여 

- 무형유산 홍보용 자료 별도 제작 

예술문화연구소 자료현황 및 정보화 추진방안 

업무설명 - 악기, 음악, 무용, 서커스, 극장, 역사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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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현황 

- 35년간 자료 축적(자료분류 예산 및 인력 필요) 

- 대부분 30~40년 전 자료(마그네틱 및 릴테이프로 보관중) 

- 민요, 장가, 단가, 동요, 자장가 등 오디오중심 

- 최근 3년간 장가, 민요 등과 관련된 영상 촬영 

사업추진방안 

- 복원작업 예술문화연구소 및 자료제작자가 동시 참여 고려 

- 복원이 시급한 자료 우선 추진(예산 및 인력지원) 

마지막으로 몽골국립라디오방송국과 국립기록보관소를 방문하여 자료 보유현황 및 

장비 수준을 파악하고, 사업 수행 시 필요한 기관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기술 자문을 위

한 정책방안을 논의하였다.  

 
언어문학연구소 릴 테이프 보관실 

 
몽골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 방문 

6. 2011/2012 몽골-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협력 정보화 구축 지원 사업 

 2011/2012 년도 한-몽 협력사업은 4.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몽골의 무형문화유산 

관련 자료의 정보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2010 년에 시행되

었던 사전조사를 통해, 훼손되거나 보관 상태가 열악하며 몽골의 무형유산 보호와 관련

하여 보존 가치가 주목되는 자료를 우선 선택 복원함으로써 몽골의 희귀 무형문화유산 

자료를 확보하고, 이 자료들의 정리와 분류를 통해 무형유산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 자료들을 웹사이트, CD 등으로 발행함으로

써 일반 대중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고 디지털 콘텐츠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사업은 2011 년 10 월부터 2012 년 3 월까지 아태센터, 몽골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 

몽골 문화예술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몽골 국립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에서 

소장하고 있는 1950~60 년대 제작 자기테이프(magnetic tape) 713 시간 분량을 디지털

로 복원함으로써 민속, 설화, 서사시, 찬미가, 민요 등 다양한 무형문화유산 자료를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자료들을 분류 선별하여 오디오 CD 선집을 제작하여 현지

의 각급 학교 및 문화 관련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본 전문가 회의는 위의 활동을 수행

하는 데 있어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몽골 전문가들이 한국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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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 내 관계 시설을 견학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또

한 지금까지의 한-몽 협력사업 관련 자료들과 몽골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종

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구축함으로써, 이미 발간된 자료들을 디지털 무형

유산 아카이브의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모든 사업 결과물들은 몽골 

문화예술위원회가 지정한 모니터링 위원단에 의해 자료 현황 및 세부 정보들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훼손 위기에 놓인 아날로그 자료를 복원함으로써 무형유산의 보호 및 

재활성화에 기여하고, 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해 몽골 무형문화유산 관련 자료에 대한 접

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을 통해 해당 기관의 기술적 역량이 강

화됨으로써 향후 자립적인 자료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웹사이

트를 통해 과년도 무형문화유산 자료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디지털화된 자

료를 일반 대중들에 배포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 가시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센터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구축된 몽골 무형문화유산 웹사이트와 센터 웹사이트를 연

계하여 무형문화유산 정보의 국제적 접근성을 높일 것이다. 또한 2007 년부터의 한-몽 

협력사업 전체 혹은 일부 활동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모범사례로 등재하여 이러한 

형태의 협력사업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계획도 가지고 하다. 앞으로 센터는 보다 더 많

은 아태지역 국가들로 정보화 구축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아태지역 전체에 걸친 무형문

화유산 자료 정보화와 국가, 단체, 개인 간 네트워킹을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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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에서의  

아날로그 자료 복원 및 디지털화의 필요성과 중요성 

우르트나산 노로브｜몽골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 이사장 

무형문화유산은 민족과 종족의 언어, 문화를 전승 및 발전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무형문화유산이 민족, 종족의 문화적 특성, 집단의 정체성 및 지속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특색을 드러나게 한다. 무형문화유산은 인류 문화의 다양성 및 창조성을 증진시키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무형문화유산은 생활 속에서 주로 구전으로 전승됨에 따라 

지구화 과정에서 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다. 따라서 문화유산의 보존, 보호, 복원작업이 시

급한 문제이다.  

최근 20 여 년간 국제기구 특히 유네스코에서는 소멸 위기에 처한 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져 2003 년에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2005 년에 ‘문화다양성 보호 지원을 위한 협약’

을 채택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해 왔다. 몽골도 협약에 가입하고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노

력을 하고 있다. 

몽골민족은 유목문화를 가진 나라이며 유목생활의 고유하고 특색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는 몇 안 되는 유목민족 중 하나이다. 지난 100 여년 사회주의 이념의 영향으로 전

통문화 배척정책으로 인해 민속 문화 내용이 줄어들고 많이 잊혀지고 있다.  

최근 몽골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각종 사업을 수행 중이다. 국회에서 문화

유산 보호 법률 제정과 동시에 국내 문화재 사업이 시작되었다. 몽골무형문화유산재단에

서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현재로서 긴급보호목록

에 3 건(몽골 비옐기, 툴리, 쑤르), 인류무형유산대표목록에 5 건(모린 쿠르, 우르틴 듀, 나

남, 매사냥, 흐미) 걸작으로 선정되었다. 이와 같이 무형유산 보호 진흥을 위해 여러 사업

을 추진하고, 국제협력도 활성화시키고 있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몽골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은 2007 년부터 2010 년까지 

몽골 무형문화유산 제도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을 진행해 왔다.   

사업효과 

A. 몽골 문화유산 보호 관련 법률 개정,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정 제정, 현재 시행 중 

B. 사업의 일환으로 현지조사 실시, 몽골무형문화유산 목록 작성, 보유자 선정 등록 

및 보유자 영상 기록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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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사업을 바탕으로 ‘몽골의 무형문화유산’ 서적을 몽골어, 영어로 발간하고, 전문

기관, 학교, 도서관에 보급하였으며 이것은 몽골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대중의 인

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임 

향후 몽골 무형문화유산을 보호, 복원하여 대중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며 여기에 정보화

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디지털화 관련 기술을 빨리 습득하여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A. 무형문화유산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콘텐츠의 발굴, 활용 및 보급, 홍보  

B. 무형문화유산 분류 항목별 CD, 영상물 제작 및 보관, 보급, 홍보 

C. 몽골 문화, 예술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테이프, 필름의 복원 및 디지털화, 판

매용 CD 또는 DVD 제작 및 보급  

D. 방송이나 동영상에서 무형문화유산 자료 활용 지원 및 홍보  

E. 3D 영상물 제작, 보급  

F. 방송국 중 ‘유산 걸작 채널’을 선정하여 영상자료 활용도 향상 

지난 60 여 년간 학술연구기관이나 방송국 등을 통해서 무형문화유산을 음향 녹음하여 

자기테이프로 제작해 왔으며 이런 자료들은 보관실 상태 때문 또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 

등으로 훼손되고, 현재 거의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 몽골 국립과학원 언어문학연구

소, 몽골국립라디오방송국, 몽골 국가기록원의 영화·사진·음향자료실, 또는 연구자가 자기

테이프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몽골정부에서 문화유산의 보호, 복원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재정, 기술, 전

문 인력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이 많이 지체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문화유산 보호, 복원 작

업을 수행 중이거나 이미 추진한 국내외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서 복원 및 보호 활동에 대

한 지원을 요청해 왔다. 

2005 년부터 몽골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은 아날로그 자료를 소장 중인 기관과 공동조사

를 추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복원이 긴급한 상황임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정부기관에 자

료 현황을 보고하여 지원을 요청하였고, 국제기구나 유네스코 측에도 지원 요청을 해 왔다. 

하지만 기술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여태까지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가 한국에 설치되고 2007 년부터 2010 년 까지 자연문화유

산보호재단과 공동사업을 진행했다. 몽골 측에서는 몽골 아날로그자료 정보화 구축 사업

에 기술 지원을 요청했고 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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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을 위해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전문가들이 몽골에 방문하여 아날로그 

자료를 직접 보고, 이 사업에서 향후 수행할 작업에 대해서 정확한 자문을 제공하였다. 사

전조사 결과 2011 년에 1 차적으로 언어문학연구소 소장 아날로그 자료에 대한 디지털 복

원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사업 추진 기대 효과 

A. 아날로그 자료 복원, 정보화 구축 경험  

B. 언어문학연구소 기술적 전문성 촉진  

C. 아날로그 자료를 복원하여 대중에 홍보  

D. 학술연구, 홍보, 전승, 교육적 활용 및 무형유산에 대한 대중 인식 향상에 기여  

E. 무형유산 관련 희귀 정보 제공, 보존 및 보호 환경 개선  

F. 정보화를 통한 무형유산 홍보 및 보급  

무형유산 보호 복원 작업 그 자체가 향후 무형유산 보존, 보호 복원 사업에 대한 전국적, 

지역적 및 국제적인 협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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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국립라디오방송국의  무형문화유산 관련 자료 활용 

케를렌투울 룬다｜몽골 국립라디오방송국 엔지니어 

    

이것이 몽골 공영라디오방송국 공식 로고이다. 몽골국립라디오방송국은 전국적인 방

송망을 구축한 유일 전문 방송국이다. 몽골국립라디오국은 지금으로부터 77 년 전인 

1934 년 9 월 1 일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방송을 했으며 1964 년부터 외국인을 위한 러

시아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라디오방송을 매일 30 분씩 하고 있다. 외국어 방송을 통

해서 몽골의 역사, 문화, 풍습, 정치, 경제, 몽골인들의 일상 생활에 대해서 알리고 있다.   

방송국은 단파, 중단파, 장파로 방송된다. Р3 채널은 2008 년에 스웨덴의 투자로 만

들어졌다. 국립라디오방송국은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정보를 신속하게 전국으로 보

급하는 역할을 해 왔다. 현재 라디오 방송국은 채널 1 은 매일 17 시간, 채널 2 는 16 시

간, 채널 3(P-3 라디오)은 16 시간씩 총 50 여 시간 방송을 하고 있다.  

초단파 채널 

채널 I : (전국) 164 kHz, 209 kHz, 227 kHz 장파, 882 kHz 중파, 울란바타르에서는 

106mHz 초단파 

채널 II : (전국) 7260 kHz, 4830 kHz, 4865 kHz, 4895 kHz 단파 

채널 III : (울란바타르) 100,9 mHz 초단파로 방송된다 

국립라디오방송국 안테나 

1967 년 방송국 안테나를 설치했고 현재로써 몽골의 가장 큰 안테나이며, 높이 197

미터이다. 방송국 안테나 조명이 울란바타르 야경을 조금 더 밝게 한다.   

방송국의 희귀 자료 목록 

희귀자료실은 1954 년에 작곡가 롭산샤르압의 제안으로 설립되었다. 자료실 최초 자

료가 1955 년에 연출 제작된 ‘버럽옙의 산’이라는 라디오연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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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자료실 소장 자료 목록: 

 몽골혁명 당시 군인 

 국민 및 산업 훈장 수여자 

 예술 스포츠 연예인 

 과학기술 공로 학자들의 인터뷰 

 민속 예술 재능인의 전통 악기 연주 및 민요 

 라디오방송국 제작진이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 

 국내외 민담 및 장편소설, 단편소설 

 몽-러 공동 우주비행 영상 

 외국의 유명한 사람들의 목소리 등 귀중한 자료 보유  

희귀자료 선정은 프로그램 위원회 및 프로그램 실장 허가로 이루어진다. 또한 편집자, 

기자, 감독이 자료 활용 허가를 프로그램 실장한테 받으며 현재 희귀자료실 이용자는 

70 여 명이다. 

 

 



 

부속문서 6   |   165 

희귀자료실 자료 보존 방법 

 

 나무 책장에 세로로 넣는다.  

     

 내용, 특색에 따라 분류한다. 예컨대: 민요, 민담, 서정시, 인터뷰 등. 

      

 분류 항목에 번호를 정하고 박스 위에 번호를 적는다. 

 항목 내용, 취재인명, 기간, 속도(19см/초, 38см/초, 76см/초) 등을 MS 

Excel 에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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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는 희귀자료실 소장 자료목록이다. 

 

비고 : 표에서 파란색 부분은 이번 사업에서 디지털화할 항목이다. 

위의 표를 그래픽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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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자료실 소장 릴테이프 속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국립라디오방송국 소장 자료 목록 

소장자료를 분류하여 목록을 MS Excel 에 입력했다. 입력한 내용을 인쇄해서 책자목

록으로 사용 중이다. 자료 검색은 불가능하여 오직 인쇄된 목록에서 직접 찾아야 함으로 

시간이 낭비된다는 단점이 있다.  

 

MS Excel 에 입력한 파일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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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자료실 자료를 방송에 활용하는 현황은 표와 같다. 이것이 희귀자료 방송 스케줄

이며 여기서 보면 1 년에 8320 분 혹은 139 시간 대중들한테 민요, 전통음악, 민담, 연극 

등 방송을 하고 있다. 시청자 설문조사에서 희귀자료방송 시청률이 가장 높았다.  

국립라디오방송국 녹음 사무실  

녹음사무실은 총 4 개이며 녹음 엔지니어 2 명, 기술자 2 명이 운영하고 있다. 녹음사

무실을 1988 년에 홍가르 기계로 설비했고, 2010 년에 기술적 디지털화가 이루어졌다. 

지금은 아날로그자료의 디지털화가 중요하다. 

     

       

 

№ 이름 1 주일 1 달 1 년 

1 ‘사랑 허허’ 라디오극장 60 분 240 분 3120 분 

2 희귀자료실 60 분 240 분 3120 분 

3 음반 20 분 80 분 1040 분 

4 방송프로그램 대신하는 20 분 80 분 1040 분 

 
합 계 160 분 640 분 8320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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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실 기계 목록 

 STM -600 mono 

 STM -610 stereo 

 Пү льт /8 mono оролт, 4 stereo оролттой/ 

 컴퓨터 (음성 인식기 있음) 

 마이크 (다리 있음)  

 음향 포맷 : wave 48,000 kHz, 24bit 

 소프트웨어 : Cubase 

국립라디오방송국 녹음실 

방송 녹음실이 총 7 개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큰 콘서트홀도 있다. 녹음실은 전문 감

독이 운영하여 방송국에 30 여 명의 감독이 일하고 있다.  

 

 



 

170   | 정보화 구축 지원사업 보고서 

향후 희귀자료를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과 해결 방안 

№ 디지털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 해결 방안 

1 전문 기술진 부족 및 디지털화 경험 없음 교육을 받고 경험 쌓기 

2 
릴테이프가 오랜 세월의 먼지로 가득 차 

있음 

릴테이프 먼지는 일정한 시간에 클리닝

하기 

3 
릴테이프 외부 박스가 깨지고, 필름이 서

로 달라붙었음 

테이프를 하나씩 붙이고, 항온 항습 자주

 확인 

4 
릴테이프 자료 재생 시간이 불분명하기 때

문에 자료 변환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관리자가 미리 재생해 보고 재생 시간 

기록 

5 

먼지 때문에 작업 수행자들이 먼지 알레

르기 증상을 보이고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음 

우유 먹고, 마스크 착용 및 장갑 끼기 

6 
위와 같은 이유로 작업 속도가 늦어질 수

도 있음 
작업 환경 개선, 수행과정 평가 및 이벤트 

희귀자료실 소장 릴테이프 속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사업 기대 효과 

A. 희귀자료실 자료 중 45,9%가 디지털화됨 

B. 디지털화 경험을 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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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작업의 편리성 향상 

D. 검색이 가능해짐으로 시간 낭비라는 번거로움이 사라짐 

E. 엔지니어 및 전문 기술진의 디지털화 작업에 대한 지식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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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언어문학연구소 소장 아날로그 자료 현황 및  

향후 자료복원 및 디지털화 계획 

간바타르 자브잔둘람｜몽골 언어문학연구소 연구원 

몽골과학아카데미는 국립연구기관이며 언어문학연구소는 아카데미의 기초를 이룬 연

구소로 1921 년에 ‘문헌기록연구소’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어, 그 동안 몽골어, 몽골전통문

자, 문학, 구비문학, 자료조사, 고문헌 수집, 문화유산 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를 해 왔다.  

1950 년대 초반부터 몽골 지역별 방언, 구비문학 조사연구가 활발해지고, 몽골방언목록 

구축, 전통 예술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1955 년에 녹음장비를 설치

하여 연구에 활용했다. 그 때부터 몽골방언 및 구비문학 연구 사업을 추진하여, 현지조사

를 실시한 결과 몽골 툴리(Tuuli, 서사시), 민담, 신화, 민요, 축원, 찬가, 수수께, 속담 등 구

비문학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몽골어 방언 및 발화 원본자료 수집, 역사 민속학적 연구, 

비문, 고문헌 등의 수집을 통하여 몽골의 여러 종족 및 지역별 구비문학, 방언, 역사민속학

적 자료, 고문헌의 아카이브를 구축했다.  

과학아카데미 언어문학연구소에서 1950 년대 후반부터 1 년에 1~3 회 정도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구비문학 및 방언연구, 자료수집을 꾸준히 한 결과 아날로그 자료실이 설립되고, 

연구와 보존 작업이 공식으로 시작했다. 현지조사 실시와 동시에 인간 보유자를 초청하여 

서사시(tuuli), 민담 등을 직접 녹음하는 작업을 해 왔다. 1961 년에 언어문학연구소에서 

음향연구실이 설립되고, 구비문학 및 아날로그자료 목록을 구축하였다. 아날로그자료 목

록 중 현재 중앙몽골 할하 방언에 흡수되어 특색이 사라진 방언 및 잊혀진 구비문학이 항

목별로 녹음되어 있다. 그 당시 현존했던 보유자들의 음성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서 자료

가치가 높다.  

1959 년에서 1989 년까지 독일 및 홍가르상 녹음장비로 몽골의 각종 종족의 관습, 구비

문학을 녹음하였으며 이 자료를 현재도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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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시 

‘아르길 흰 노인’, ‘봄-에르데네’, ‘따니 후렐’, ‘바다의 노란 멧돼지’, ‘졸

-알다르 칸’, ‘튼튼한 은 바늘’, ‘초원의 까만 멧돼지’, ‘구름의 태륙’, ‘칸 

칭겔’ 등 50 여 원형 서사시와 이들 서사시의 유의형.  

총 500 여 시간. 

설화 및 신화 

서사시형 민담부터 방황하는 라마스승 이야기, 장단편 민담, 재미있는 

민담 등 500 여 민담설화 녹음. 총 200 여 시간. 

마두금 설화 

‘송나라’, ‘당나라’, ‘요나라’, ‘원나라’, ‘청나라’ 역사에 관한 민담, ‘분노

의 불’, ‘게세르 칸’, ‘좋은 사람인지 살아봐야 안다’ 등 마두금 민담. 총 

100 여 시간. 

장가(長歌), 단가(短歌),  

흐미 

몽골 장가, 단가 제사가, 불교 의례 때 부르는 노래 등 특유 녹음.  

총 150 여 시간. 

무당 구비문학(대내림, 신

에 맡김, 산 등 어워 제사, 

무속인 이야기 ) 

대내림, 수호신의 부르심, 독한 욕설, 제사가 및 유명한 무당들이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 재운 및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기, 수호신을 몸 속으

로 불러드리는 등 총 15 여 종류 무당 굿. 총 8 여 시간. 

종교 의례 관련  

(제사, 재운 경, 경) 

경, 돌도이트 경, 두려움의 영에 제사를 지내기, 편안함의 경 읽기, 하

늘 제사, 바양차강 산 경 등 몽골어 티벳어 경. 총 2 여 시간. 

축원가, 찬가, 경마, 씨름 

선수 공로를 부르기 게르 축원 70 여, 경마 및 씨름 선수 공로 부르기. 총 60 여 시간. 

집들이 축원가, 청혼 말, 서로 말을 주고 받기 (노래 형으로), 연결하는 말씨, 놀이 때 쓰는 말, 마법, 

수수께, 속담, 결혼식 및 풍습 시. 총 40 여 시간 

각종 지역 방언, 방언 목록, 발화자료. 총 10 여 시간 

세계 몽골학 학술대회 영상. 총 20 여 시간 등 각종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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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자료 분류항목 

안타깝게 잘못 보관하는 바람에 자기테이프 다소 물리적으로 훼손되었고, 또한 유통기

간 만료로 인해서 필름이 서로 붙거나 깨지는 현상이 발생해서 2008 년부터 보존현황 개

선을 위한 디지털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화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소 연구인력이 기술적인 전문 지식 및 시설 부족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추진 계획대로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수행해야 할 작업 

A.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화할 소프트웨어 선택 

B. DB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  

C. 압력된 DB 오류 수정, 개선 및 여러 DB 구축 

D. 대중용 민요 사이트 개발 

서사시 

42% 

설화 및 신화 

25% 

마두금 설화 

8% 

민요 

13% 

무당구비문학 

1% 

종교의례 

0% 

축원, 

찬가 

5% 

혼례식 및 

풍습 관련 

구비문학 

3% 

방언 자료 

어휘 및 발화  

1% 

세계몽골학술대

회 녹취, 

박사학위 심사 

녹취  

2% 

자료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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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문학연구소 아날로그자료실은 아날로그자료 외 음반, 카세트, 영상 자료도 보유하

고 있다. 언어문학연구소 소장 아날로그자료 총 1137 시간 분량이다. 현재 소장 중인 아날

로그자료 디지털화를 하루빨리 하는 것이 시급하며, 앞으로 보존 환경도 개선하여 후속 학

자들의 연구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디지털화된 자료를 국내외 학자들과 대중에 

널리 알려야 한다. 소장 중인 자료를 전체 디지털화함으로써 연구하는 사람들을 비롯해 관

심 있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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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전통음악 데이터베이스화 추진 

송 민 선｜국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재연구실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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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기록물 보존 및 디지털화 

이 지 영｜국가기록원 보존복원연구과 공업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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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요 아카이브의 기능과 민요 DB 구축 방안 

최 상 일｜MBC 정보콘텐츠실 프로듀서 

1. 민요 아카이브(Archive)의 기능 

A. 자료의 수집 

 기존자료 수집 : 가능하면 자료 원본을 인수, 또는 대여하는 것이 좋으며, 여건이 

안되면 고품질 복사본을 확보한다.  

 현지 수집 : 민요 전승 상황에 따라 기록방법(동영상/음성/사진 등) 선택한다. 요

즘은 디지털 방식이 편리하다.   

B. 자료의 보존 

 원본자료의 경우 물리적 훼손이나 열화를 막기 위해 항온항습 시설이 갖춰진 공

간, 목재로 된 보관장, 바인더 등의 문구류 등이 필요하다. 

 자기테이프류는 특히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며, 카세트테이프는 주기적으로 되감

기를 해주어야 한다. 

C. 자료의 정리 

 민요분류법, 명칭표기법 등 민요 정리 이론에 따라 자료를 정리한다. 

 컴퓨터를 사용한다. 목록 정리는 MS Excel, 텍스트는 워드프로세서 사용. 

 정리 단계에서는 곡번호와 곡명을 정확하게 부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D.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타이징 

 자기테이프(릴, 카셋트)에 들어있는 음원은 wav 파일로 변환한다. 

 wav 파일은 보관하고 용도에 따라 다양한 압축율의 mp3 파일로 변환하여 사용

한다.  

 사진과 필름은 스캐너를 이용하여 TIFF, JPG 등의 파일로 변환한다. 

 자기테이프에 들어있는 동영상은 MPEG, AVI 파일 등으로 변환한다. 

 문서자료는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내용을 TXT 나 각종 워드프로세서 파일로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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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디지털 자료는 앞서 정리단계에서 부여한 곡번호에 맞춰 파일 이름을 정한

다. 

E. DB 구축 

 디지타이징 작업으로 생성된 음성, 텍스트, 사진, 영상 등을 하나의 DB 로 통합한

다. 

 가능하면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입력, 수정, 검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선택한

다. 

 자료량에 따라 DB 소프트웨어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 

F. 대외 서비스  

 오디오 CD, DVD 등 저장매체를 활용하여 자료복제나 출력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일정한 양의 자료를 인터넷으로 제공할 수 있다. 회원가입이나 비용징수 여부는 

정책에 따라 선택. 

 인터넷으로 자료의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할 것인지도 정책에 따라 선택. 

 모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자료 선별의 부담을 주므로 좋지 않다. 사

용자층의 성격에 따라 자료를 몇 단계로 선별해 제공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일반 

대중에게는 소량의 선별된 자료들만 제공하는 것이 좋다. 

G. 음반 출간 

 선별된 민요를 오디오 CD 로 출간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한다. CD 는 여전히 편리

한 유통매체이다. 

 민요에 관한 정보와 해설이 들어간 자세한 해설집을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해외 전통음악 전문 레이블을 통해 음반을 발간, 유통할 수 있다 

H. 자료의 개발 

 교육, 홍보, 또는 그밖의 용도에 따라 다양한 자료를 개발할 수 있다. 

 동영상이 없을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을 활용하는 것이 좋으나 비용이 많이 든다. 

 사진이 없거나 좋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적인 그림(세밀화)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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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해외교류 

 비슷한 지역의 민요와 비교연구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다. 

 외국의 민요 아카이브와 자료를 상호 교환할 수 있다. 

 여건이 되면 해외의 민요를 직접 현지 수집할 수도 있다. 

2. 민요 DB 구축 방안 

자료가 많을 경우 컴퓨터를 사용한 DB 구축은 꼭 필요하다. DB 는 다양한 데이터를 통

합하여 편리하게 검색과 열람할 수 있게 한다. DB 를 구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A. DB 구축을 위한 데이터 포맷 

 원본사운드 : WAV. 오디오 CD 포맷(44.1KHz/16bit/Stereo) 

 압축사운드 : MP3 또는 WMA. 품질: wma 64kbps 이상, mp3 128kbps 이상. 

 이미지 : JPG 외. 크기: 원본-최대해상도, 열람용 480*320 pixel 

 텍스트 : TXT 또는 HTM.  

 동영상 : MPG 또는 AVI 

B.  DB 구축의 과정과 주의사항 

 서버 구축 

 기관 내부 또는 외부 서버호스팅업체를 통해 웹서버 설치하고 LAN 을 

구축한다. 

 DB 소프트웨어 운용에 필요한 SQL, PHP 등의 서버용 DB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 

 DB 소프트웨어의 선택 

 자료의 성격과 자료량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선택한다.  

 민요는 종류가 다양하고 완벽한 분류가 어려워, 엄격한 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Foxpro 나 MS Access 등의 DB 에는 맞지 않는다.  

 별도의 프로그래밍이 필요없고 유연한 구조를 가진 소프트웨어라야 한다. 

 인터넷으로 접속해 즉시 입력, 수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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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국가의 언어를 지원하고 자연어 검색이 가능해야 한다. 

 사용자 입장에서 특정 운영체제나 특정 소프트웨어가 필요없는 것이어야 

한다. 

 DB 소프트웨어 설치 

 단말기를 통해 서버에 접속하여 선택한 DB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 

 DB 설계와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 여러 개의 DB 를 구축할 수 

있다. 

 사용자층을 구분하여 고급연구자용, 일반연구자용, 대중감상용 등으로 여러 

개의 DB 를 구축할 수 있다. 사용자층에 따라 제공하는 자료의 양이 달라진다.  

 데이터 입력과 수정 

 DB 소프트웨어에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 각종 데이터를 입력한다. 

 지속적으로 검색과 열람을 하면서 드러난 오류를 수정한다. 

 외국어 서비스 제공 

 해외 연구자들을 위해 영문 사이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 관리 

 DB 의 종류에 따라서는 허가된 사용자들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대중용 DB 는 사용자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좋다. 

3. 한국의 민요DB 구축 사례 

한국의 주요 민요자료 목록과 대표적인 DB 구축 사례로서 문화방송의 DB 를 검토한다. 

A. 한국의 민요자료 목록 

 국립연구기관 발간 자료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의 민속음악』 

 국립민속국악원 『남원지역 사람들의 삶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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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상도민요』 

   *국립국악원 : 최근 3 년 전부터 민요자료 수집 중   

 대학/학자/개인연구가 발간/소장 자료(세부내용 생략) 

 대학 출판 민요자료집 

 국문학자 발간 민요자료집(단행본) 

 음악학자 발간/소장 자료 

 민속학자 발간 자료 

 개인연구가/교사 

 출판사/음반회사 발간 자료집 

 뿌리깊은나무출판사 『팔도소리』, 『강강술래』, 『한반도의 슬픈소리』 

 신나라뮤직 『아리랑』등 

 지방자치단체 

 강원도 『강원의 민요』 

 제주시 『전통의 소리를 찾아서』, 『제주의 향토민요 한마당』 

 제주도 북제주군 『아름다운 전통의 소리』(제주문화예술연구센터) 

 경북 달성군 『달성민요』(카셋테잎)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리랑』(1967-1977 년 수집 민요, 1999 년 발행) 

(참고) 북한의 민요자료집 

 『조선민요곡집』(1954-1956): 전 8 권 

 『조선민요곡집(연구자료)』(1958-1966): 전 3 권 

 『민요연구자료집』(1980-1988): 전 9 권 

 『조선민족음악전집 민요편』(1998-2000) 

B. 문화방송 민요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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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송은 자체적으로 장기간 수집한 우수한 음질의 민요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민

요자료의 출판에 있어서도 모범적이다.  

 <한국민요대전> 자료 

 수집기간 : 1989-1989 년 

 수집자 : 문화방송 라디오 PD 와 국문학자, 음악학자 다수 동행 

 기록매체 : 제주편릴테이프, 그 외 DAT(디지털오디오테이프) 사용 

 수집량 : 14,300 여 곡 

 출판형태 : 음반(CD)과 책자(가사/해설/악보 수록) 

 수록내용 : 민요 2,140 곡의 조사장소, 시기, 가창자명, 성별, 나이, 민요가사, 

해설 수록 

 출판량 : 음반(CD) 103 장 + 책자 9 권, 판매용 CD 12 장  

 웹서비스 :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http://www.urisori.co.kr)에 CD 12 장 

분량 수록 

 <북한민요전집> 

 북한에서 1970-80 년대에 수집된 녹음자료. 총 3,000 여 곡.  

 릴테잎 원본(북한이 보유), DAT 사본(북한과 문화방송이 공동으로 보유). 

 자료를 선별해 10 장의 CD 로 출간 (2003.서울음반). 토속민요 305 곡, 

통속민요(서도소리) 47 곡 수록 

 (참고) MBC 민요분류법 

 노동요 

 농업노동요 : 논농사 / 밭농사 / 축산 

 어업노동요 : 어로 / 채취 / 어촌작업 

 토건노동요 : 토목 / 건축 

 벌채노동요 : 벌목 / 채취  

 수공노동요 : 철공 / 옹기제조 / 갓망건제조 / 길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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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노동요 : 방아찧기 / 매질(맷돌질) / 육아 

 의례요 

 장례요 : 밤샘의례/놀이 / 상여운반 / 무덤만들기 

 세시의례요 : 풍물고사 / 기타 세시의례 

 기타의례요 : 어업의례 

  유흥요 

 세시놀이노래 : 마당놀이 / 줄다리기 / 화전놀이 등 

 소리판노래 : 잔치판노래 / 노래자랑 등 

 심심풀이노래 : 사물소재 / 서사민요 등 

 동요 : 집단놀이 / 물놀이 / 놀리기 / 말장난 / 숫자세기 / 잡거나 쫓기 / 기원 

/ 소리 흉내 등 

 한탄요 

 신세한탄요 : 신세타령 / 나무꾼신세타령 

 시집살이한탄요 : 시집살이노래 

(참고) MBC 민요 웹사이트 

MBC 가 구축한 민요 웹사이트는 3 개다. 모두 Dokuwiki 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  

 http://www.urisori.co.kr  

대중용 민요 사이트. 정선된 민요 250 여을 누구나 들어볼 수 있다. 출판물 안내

도 한다. 

 http://folklab.kr/dokuwiki-cd/doku.php 

CD 사이트. 이미 발간된 CD 103 장, 2,350 곡 분량의 민요가 들어있다. 일부 연

구자들에게 개방 중. 곧 대중에 개방할 예정임.   

 http://folklab.kr/dokuwiki-original/doku.php 

원본자료 사이트. 북한민요 자료 포함, 17,000 여 곡의 민요 원본이 모두 수록돼 

있다. 내용 수정작업 중. 언젠가는 개방할 예정임. 

http://www.urisori.co.kr/
http://folklab.kr/dokuwiki-cd/doku.php
http://folklab.kr/dokuwiki-original/doku.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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