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은
얼쑤마루 등 7개의 주요공간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공간을 무형유산이 하나로 통합하는 의미를 담아
궁궐 회랑(回廊)을 재해석하여 연출하였습니다.
国立无形遗产院由民乐园地等七个主要空间构成,
所有这些空间在非物质遗产的概念下实现整合,
重新通过皇宫式回廊进行了体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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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멋과 흥
그리고 삶의 지혜를 담아 내일에 전하는 일에
국립무형유산원이 앞장서겠습니다.
国立无形遗传院将带头把韩国的美,
音乐和生活的智慧传承至未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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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이란?

什么是非物质遗产？

무형유산은 우리의 과거이자 현재이며

非物质遗产是我们的过去, 现在和未来.

미래입니다.

通过世代间的传承而得以延续的表演艺术,

세대간 전승을 통해 이어지는 공연예술, 전통지식,

传统知识, 工艺技术等都属于非物质遗产.

공예기술 모두 무형유산이며

由此, 我们得以找到自己的认同性.

이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没有具体形态的非物质遗产,

형태가 없는 무형유산은 그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是与时俱进的“活生生的无形遗产”.

‘살아있는 문화유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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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 전승지원
체계화

非物质遗产
传承的支持体系化

흑립
국가무형문화재 제4호 갓일 보유자 박창영
黑笠：黑色的纱帽
国家非物质文化遗产 第4号 制笠匠 (Gannil) : Horsehair Hat-Making
持有人 朴昌荣

국민과 함께하는
전승활동 체계를
마련합니다.
和国民
一道打造传承活动体系.

무형유산 전승자들이 전승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지원합니다.
전승활동에 대한 폭넓은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확대하여 문화향유권을 높이는 데 이바지합니다.
策划并支持各种项目,
让非物质遗产传承人能够活跃地开展传承活动.
通过对传承活动的广泛宣传, 扩大国民的了解和参与,
为提升文化享有权做出贡献.

은입사 십장생무늬 둥근합
국가무형문화재 제78호 입사장 보유자 홍정실
银入丝十长生纹圆匣
国家非物质文化遗产 第78号 入丝匠 (Ipsajang) : Silver wire Inlaying
持有人 洪正实

나전주칠이중장
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보유자 이형만
대한민국 무형문화재대전
韩国无形文化遗产大展

螺钿朱漆双层柜
国家非物质文化遗产 第10号 螺钿匠 (Najeonjang) : Making Mother-of-pearl Lacquer ware object
持有人 李亨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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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공예의
미래·비전을
그려갑니다.
描绘传统工艺的未来和前景.

전통공예활성화 사업
지원

支持搞活传统工艺事业

보석함
단청장 이수자 김석곤
珠宝匣
丹青柜传承人 金硕坤

전통공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전승자들에게 디자인 컨설팅,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우리 전통공예의 미래ㆍ비전을 그려갑니다.
通过宣传传统工艺的优秀,
为传承人提供设计咨询、宣传等多种支持,
从而描绘出韩国传统工艺的未来与前景.

책꽂이
완초장 이수자 김영순
书架
莞草匠传承人 金英顺

거실테이블 협탁
소목장 이수자 이만식
客厅茶几边桌
小木匠传承人 李万饰

2017 공예트렌드페어
2017工艺潮流博览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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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 조사・연구를
통한 지식기반 구축

通过调查和研究非物质遗产
构筑知识基础

국가무형문화재 제33호 광주칠석고싸움놀이
国家非物质文化遗产 第33号 光州七夕斗鼓绳套游戏

무형유산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축적합니다.
记录并积累非物质遗产
的一切.

정형화된 형태가 없는 무형유산을 조사·연구·기록함으로써,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세대 간 전승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자료는 아카이브와 연계되어 교육·방송콘텐츠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通过调查研究并记录没有固定形态的非物质遗产,
积累保护非物质遗产的基础资料, 奠定世代间传承的基础.
将这样构建起来的资料和档案馆连系在一起,
广泛运用于教育, 广播内容等领域.

국가무형문화재 제69호 하회별신굿탈놀이
국가무형문화재 제96호 옹기장 정윤석 촬영현장
国家非物质文化遗产 第96号 陶器匠 郑允石 (Jeong Yoon-Seok) 拍摄现场

国家非物质文化遗产 第69号 河回假面戏

*옹기장 陶器匠(Onggijang) : Making Earthenware Po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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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 자료수집・관리
체계화 및 공유 확대

对非物质遗产
资料进行系统收集和管理,
扩大共享

무형유산 지식과
문화, 휴식을
함께 나눕니다.
一同分享非物质文化遗产的知

라키비움 책마루는 지식과 문화, 휴식이 있는 종합도서관입니다.

识、文化与休闲.

박물관(Museum)을 합친 신조어로 무형유산 전문 자료실 기능에

라키비움(Larchiveum)은 도서관(Library)과 기록관(Archives),
공공도서관 기능을 더했습니다. 무형유산 관련 전문도서와 기증도서
등 2만 여권의 도서와 각종 시청각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Larchiveum书廊檐是集知识、文化和休闲为一体的综合图书
馆.Larchiveum是融合了图书馆、档案馆和博物馆的新词语, 在非
物质文化遗产专业资料室的功能上,增加了公共图书馆功能. 在这
里, 能够阅览2万多册非物质文化遗产相关专业书籍、捐赠书籍以
及各种视听资料.

국립무형유산원 라키비움 <책마루> 书廊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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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 공연의
대중화・명품화

非物质遗产表演的
大众化和名品化

국가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
国家非物质文化遗产 第15号 北青狮子游戏

수준 높은
무형유산 공연을
더 자주, 더 가까이서
만나게 합니다.
让大众更多,

쉽게 만날 수 없는 다양한 무형유산을 좀 더 가까이에서 접할 수

更容易地看到高水平的

기획공연, 국외 인류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등을 통해 무형유산에

非物质遗产表演.

있도록 무형유산 공연을 준비합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만듭니다.
매주 토요일 국립무형유산원에 오시면 우리 무형유산을
보다 가까이 느낄 수 있습니다.
本院筹备了非物质遗产表演,
让大众更容易看到平时很难见到的各种非物质遗产.
国家非物质文化遗产传承人策划表演节目,
国外人类非物质文化遗产邀请演出等,
提供让大众广泛了解非物质遗产的机会.
如果您每周六光临国立无形遗产院, 就能走近和感受韩国的
非物质遗产.

국가무형문화재 제58호 줄타기 보유자 김대균
国家非物质文化遗产 第58号 走绳
持有人 金大均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안숙선
国家非物质文化遗产 第23号 伽倻琴散调及弹唱
持有人 安淑善

국가무형문화재 제84- 2호 예천통명농요
国家非物质文化遗产 第84-2号 醴泉通明农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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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 전시・체험의
품격 제고

提升非物质遗产
展览和体验的格调

용두
김창대(국가무형문화재 제91호 제와장 전수교육조교) 제작
*제와장(Jewajang) : Earthensare roof tiles-making

龙头 (Yongdu) : Roof Ornament with Dragon Head
金蒼大(国家非物质文化遗产 第91号 制瓦匠 传授培训助教) 制作
*制瓦匠(Jewajang) : Earthensare roof tiles-making

품격 높은 전시와
생생한 체험으로
무형유산이
일상과 가까워집니다.

通过展出非物质遗产相关作品, 文物, 记录等,
努力让大众从历史和文化的脉络来更广泛地感受非物质遗产.
春季设有各种主题的策划展览, 秋季设有国内外人类非物质文化遗产特别展,

녹원삼
김덕환(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 보유자) 제작
*금박장(Geumbakjang) : Gold Leaf Imprinting

冬季设有韩国人类非物质文化遗产特别展,

绿圆衫 (Nokwonsam) : Green Ceremonial Robe

借此帮助大众了解韩国以及海外的非物质遗产.

*金箔匠(Geumbakjang) : Gold Leaf Imprinting

金㥁奐(国家非物质文化遗产 第119号 金箔匠持有人) 制作

연꽃
이흥구(국가무형문화재 제40호 학연화대합설무 보유자) 제작
莲花
李興九(国家非物质文化遗产 第40号 鹤莲花台合设舞持有人) 制作

通过高格调的展览和生动体验,

무형유산 관련 작품, 유물, 기록 등을 전시하여

拉近非物质遗产

노력합니다. 봄에는 주제별 기획전시, 가을에는 국외 인류무형유산

和日常生活的距离.

역사적・문화적 맥락에서 무형유산을 좀 더 폭넓게 느끼실 수 있도록
특별전시, 겨울에는 우리나라의 인류무형유산 특별전시를 통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무형유산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尤其是希望通过体验项目,

특히 체험코너를 통해 어린이와 어른 모두 쉽게 무형유산을 접하고

为所有孩子和成人提供接触和熟悉非物质遗产的便利机会.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설전시실 1층 常设展厅 1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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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정정완 보유자의 도포 옷본
传承人(故)郑贞婉的长袍纸样

고(故) 김천흥 보유자의 처용무 전승 관련 서류
传承人(故)金千兴的处容舞传承相关文件

국가무형문화재들의
흔적을 통해
무형유산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고(故) 이매방 보유자의 옷본 스케치
传承人(故)李梅芳的纸样草图

非物质文化遗产纪念馆, 不朽之光
通过国家非物质文化遗产传承人留下的生活记录和他们使

고(故) 이매방 보유자의 살풀이춤 의상

用过的工具、穿戴过的服装等, 能感受到他们为传承韩国

传承人(故)李梅芳的驱邪舞服装

非物质文化遗产做出的努力. 通过观赏作品制作过程的视
频和舞台表演视频, 能间接接触到非物质文化遗产传承人.

沿着国家非物质文化遗产的
足迹, 能够更加走近非物质文
化遗产.

고(故) 심부길 보유자의 끊음질 문양 도안
传承人(故)沈富吉的螺钿装饰图案

무형문화재기념관, 사라지지 않는 빛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남긴 삶의 기록과 그들이 사용한 도구,
직접 착용한 의상 등을 통해 우리 무형유산을 전승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작품 제작 과정을 담은 영상과 무대에서
공연하는 영상을 통해 보유자들을 간접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此外, 还可通过倾听阿里郎、假面戏表演和丹青涂色等, 间

또한 아리랑듣기, 탈놀이한마당, 단청색칠하기 등을 통해 무형유산을

接体验非物质文化遗产.

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도 있습니다.

무형문화재기념관 내부사진 非物质文化遗产纪念馆内部图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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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무형유산 교육을 통해
전승의 기회와 장을
마련합니다.

무형유산 교육 활성화 및
운영 내실화

活跃非物质遗产
教育和充实运营

주말체험프로그램 화각거울 만들기
周末体验项目：制作画角镜

*화각 画角：将牛角切成薄片, 在背面上色并绘画
(Ox Horn Inlaying)

通过丰富的非物质遗产教育,

다양한 무형유산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전승자에게는 무형유산을

打造传承的机会和空间.

국민들에게는 무형유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전승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运营各种非物质遗产教育课程,
为传承人奠定系统保存和传承非物质遗产的基础,
为国民提供参与非物质遗产教育的机会.

무형유산 신규 이수자 입문 교육
非物质文化遗产新学员入门教育

무형유산 체험교실 非物质文化遗产体验教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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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무형유산
보호・활성화 기반 확대

扩大保护和搞活地区
非物质遗产的基础

2017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전주시(전주식폐백)
2017年度非物质文化遗产城市全州市(全州式聘礼)

지역의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활성화되도록
지원합니다.
提供保护和搞活地区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자료조사, 학술세미나, 공연, 전시

非物质遗产的支持.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합니다.
무형유산보호 인식의 대중적 확산과 지역현장을 기반으로
아래로부터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전승하는 전략적 시스템을
갖추어 나갑니다.
通过与地方自治团体合作. 举办资料调查, 学术研讨会,
表演, 展览等各种活动.
以非物质文化遗产保护意识的大众普及和地区现场为基础, 形成
了自下而上保护并传承非物质文化遗产的战略性系统.

2018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강릉시(방짜수저장)
2018年度非物质文化遗产城市江陵市(方字勺筷鍮器匠)

2018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강릉시 비지정 무형유산 건금마을 용물달기>

2014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진주시(솟대쟁이와 버나놀이)

2018年度非物质文化遗产城市江陵市《非指定非物质文化遗产建金村龙戏水》

2014年度非物质文化遗产城市晋州市(耍杆人与转盘游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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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한민족 무형유산
보호 및 전승지원 강화

加强支持国内外对韩民族
非物质遗产进行保护和传承

재외동포 무형유산 초청연수(경기민요)
在外同胞非物质文化遗产来韩进修(京畿民谣)

재외동포 무형유산 현지강습(학연화대합설무)
在外同胞非物质文化遗产当地讲习(鹤莲花台合设舞)

국외의
우리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전승지원을
강화합니다.

재외동포 무형유산 초청연수(진주검무)
在外同胞非物质文化遗产来韩进修(晋州剑舞)

加强国外对韩国非物质遗产
保护和传承的支持.

재외동포에 대한 해외강습 및 초청연수사업 운영을 통해
한민족의 정체성을 고취하고 국외에서의 자생적인 무형유산
보급 확산 및 전승에 기여합니다.
通过运营针对海外同胞的海外讲习及邀请研修项目,
宣扬韩民族的认同性,为海外自发进行非物质遗产的普及,
扩散和传承做出贡献.

재외동포 무형유산 초청연수(태평무)
在外同胞非物质文化遗产来韩进修(太平舞)

재외동포 무형유산 현지강습
在外同胞非物质文化遗产当地讲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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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종목

국가무형문화재

联合国教科文组织人类非物质文化遗产名录在册种类

国家非物质文化遗产

제주해녀문화
济州海女文化

줄다리기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拔河

宗庙祭礼及宗庙祭礼乐

2016
2015

농악

2001

农乐

판소리
2003

2014

板索里

김장문화

강릉단오제

泡菜文化

아리랑
阿里郎

택견

2013

江陵端午祭

2005

2012

2011

跆跟

강강술래

2009

强羌水越来

남사당놀이

2009

男寺党游戏

줄타기

19

2011

2009

140

영산재
灵山斋

개/each

走绳

2011

종목/种类

2009

한산모시짜기

제주칠머리당영등굿

闲山夏布

济州七头堂永登神祭
2010

매사냥

2009
2010

2010

鹰狩

처용무
处容舞

대목장

가곡

大木匠

唱曲

단독 등재

单独收录

공동 등재

联合收录

2018. 4. 30. 기준/为准

전통공연ㆍ예술
[传统表演和艺术]
Traditional
performance, art

전통기술
[传统技术]
Traditional
technology

전통생활관습
[传统生活习惯]
Traditional
lifestyle

의례ㆍ의식
[礼仪和仪式]
Ritual,
practice

46

51

7

18

전통놀이ㆍ무예
전통지식
[传统游戏和武艺] [传统知识]
Traditional plan,
Traditional
martial art
knowledge

16

2

2018. 4. 30. 기준/为准



시설 안내

设施介绍

전승마루(교육공간)

도움마루(사무공간)

사랑채(교육생 숙소)

传承园地 (教育空间)

服务园地(办公空间)

厢房(教养院宿舍)

전승교육과 사회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유의 장
전승자/전문가/일반인 대상 교육 및 무형유산 교육과정 운영

사무공간 및 회의실

전승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및 전승자를 위한 숙박공간

 公空间及会议室
办

传承培训课程参与者及传承人的住宿空间

공예전승실, 예능전승실
세미나실

设有积极开展传承教育和社会教育的空间
以传承人/专家/普通人为对象的培训及非物质遗产教育课程
工
 艺传承室, 艺能传承室
研
 讨室

얼쑤마루(공연장)

누리마루(기획전시실/책마루)

民乐园地 (演出场馆)

分享园地(企划展厅/书廊檐)

다양한 무형유산 공연이 가능한 대·소공연장

다채로운 주제의 기획전시실

 형문화재 상설 및 기획 공연
무
무형문화재 초청 공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종목 교류 초청 공연

可以进行各种非物质遗产表演的大小演出场馆
非
 物质文化遗产常设及策划演出
非物质文化遗产邀请演出
联合国教科文组织人类非物质文化遗产在册种类交流邀请演出

기획전시실
전승공예품전시실 ‘대대손손’

열린마루(상설전시실/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开放园地(常设展厅/联合国教科文组织亚太非
物质文化遗产中心)
무형유산 상설전시실 및 아카이브 자료 보관・열람
무형유산의 의미를 소개하는 상설전시실 1·2
수장고, 전산운영실

主题丰富的企划展厅
企
 划展厅
工艺品展示卖场 '代代孙孙'

非物质遗产常设展厅及档案资料保管和阅览
介绍非物质遗产意义的常设展厅1和2
藏品库, 计算机运营室

어울마루(국제회의장/무형문화재기념관)
交流园地(国际会议室/非物质文化遗产纪念馆)
국내외 무형유산 협력체계 구축
무형유산 세미나/학술회의 개최
 제회의장    
국
국제회의 통역실    
세미나실
构建国内外非物质遗产合作体系
举办非物质遗产研讨会/学术会
国际会议场
国
 际会议翻译室
研
 讨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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组织图

조직도

국립무형유산원

원장
国立无形遗产院

院长

기획운영과

전승지원과

조사연구기록과

무형유산진흥과

企划运营科

传承支援科

调查研究记录科

无形遗产振兴科

공개행사 및 기획행사 지원

기초・정기・전승 현황 조사

提供公开活动及策划活动支持

开展基础, 定期和传承现况的调查

국립무형유산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树立国立无形遗产
院中长期发展计划

조직・인사・예산・결산
组织, 人事, 预算, 决算

전시・공연 계획 수립 및
운영
树立并运营展览和演出计划

전통예능 공연 및 공예품
제작・전통활성화 지원
提供传统艺能表演及工艺品
制作和搞活传统的支持

학술조사 및 국내외 학술
연구
开展学术调查及国内外学术研究

무형유산 교육 프로그램
보급 및 지원
普及并支持非物质遗产教育课程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管理国有财产及物品

시설관리 운영
设施管理运营

전승자 이력 관리,
인터넷기반 자원시스템
구축・운영

기록화 및 기증기탁 사업

管理传承人履历,
建立并运营基于网络的支持系统

무형유산 자료 관리 및
아카이브 구축

记录化及捐款捐赠项目

管理非物质遗产
资料并建立档案馆

국・내외 무형유산 관계기관
교류 협력
开展与国内外非物质遗产
相关机构的交流合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