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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목문화와 불교, 그리고 샤머니즘  

몽골인의 생활은 유목생활로 가축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샤머니즘이 강해서 도시, 지방을 막론하고 몽골인들 사이에는 

사소한 금기가 많아 여행자가 알아두어야 할 간단한 사항.  

◇ 실내에서 모자를 쓰고 있거나 문턱, 부뚜막을 밟는 일 

◇ 담뱃대나 손가락으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가리키는 것 

◇ 겔 안 난로 아궁이 속으로 담배꽁초, 피묻은휴지 등 쓰레기를 버리는 것 

◇ 뜻하지 않게 상대방의 발을 밟으면 곧바로 악수를 해야 한다. 

[문화관련 주의사항]  

◇ 연중 햇볕이 매우 강하게 쬐므로, 선글라스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 박물관 등에서는 사진촬영을 금하고 있으나 유료촬영은 가능하다.  

◇ 지방여행시, 도움을 청할만한 곳이 거의 없으므로, 인적이 드문 곳을 

여행할 때는 필히 미리 알아보고 출발하는 것이 좋다.  

◇ 손가락으로 사람을 가리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동물을 가리킬때 

손가락을 사용하므로 손가락으로 사람을 가리킬 경우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 대신 손바닥을 위로해서 가리키면 된다.  

◇ 몽골인들은 미신을 강하게 믿는 편이다. 문턱이나 부뚜막을 밟지 않아야 

하며 서북쪽에 앉는 것도 피하도록 하자.  

◇ 몽골의 전통가옥인 게르에는 오른쪽과 왼쪽에 문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한다. 왼쪽으로 들어가면 예의에 어긋나게된다.  

◇ 몽골의 수도관은 매우 낡기 때문에 물을 틀때 종종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몇 분간 계속 틀어 놓았다가 사용하면 괜찮으나, 

식수로는 부적합하다  

◇ 몽골은 치안상태가 그리 좋지않기 때문에 여행객은 특히, 대중교통이나 

군중이 모이는 곳에서 소매치기나 폭력범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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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건강 유의사항]  

◇ 몽골만의 특이한 풍토병은 없슴. 

◇ 여름철의 강한 햇볕에 의한 물집이 생기는 피부 트러블이나, 건조한 

기후로 인한 호흡기 계통 질병과 겨울철의 건조성 피부 가려움증 등이 

발생할수 있슴. 

◇ 겨울철의 추위로 폐렴이나 혈압의 순간적 악화현상 등이 드물게 발생함 

◇ 채소류 섭취 부족으로 비타민 결핍에 따른 질병과 변비증상 발생 

 

[공항에서 시내로]  

울란바타르 공항(ULN, Buyant Ukhaa)은 시내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다. 버스로 시내까지는 약 30분 정도 소요되고, 택시로는 약 15분 정도 

소요된다. 공항 내에는 은행이나 면세점 식당 등의 편의시설이 있다.  

울란바타르 시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으로는 버스와 택시, 전차이다. 

그러나 택시는 보통 30분에서 1시간 이용할 경우 $20∼25로 비싼 편이다. 

버스에는 전기 버스와 일반 시내 버스 두 종류가 있으며, 시내버스 요금은 

200투그릭이며, 장애인과 노인들은 무료이다. 1개월 학생 할인권은 

6000투그릭이다.  

 

[울란바타르에서 달리는 한국의 버스]  

울란바타르에서 교통과 관련된 특징이 하나있다. 울란바타르에는 

전반적으로 새 차보다는 중고차가 많다. 그 중에서도 버스는 대부분이 우리 

나라에서 들여온 것들이다. 특이한 것은 전혀 새로 칠을 하거나 외관상의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번호판까지 그대로 달고 다니는 

버스도 쉽게 볼 수 있으며, 회사명, 심지어는 노선표까지 그대로 부착하고 

운행하는 버스를 볼 수 있다. 몽골을 여행하는 한국인에게는 기억에 남을 

만한 특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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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목민족답게 젖과 고기가 주식인 몽고의 음식들  

 

[양고기 요리 '허르헉'] 

허르헉은 양고기를 큼직하게 잘라 감자, 당근 등의 야채와 함께 양철 통에 

넣은후 불에달군 돌을 통에 넣어 뚜껑을 닫은 후 1시간 정도 익힌 후 먹는 

요리이다. 독특한 향신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양고기 특유의 진한 맛에 

거부감이 없다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매우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밀크차]  

몽고족 전통의 일상음료로 몽골인들의 전통가옥인 게르에 가면 1년 내내 

밀크차 특유의 향내가 가득하다. 전차(磚茶)와 우유를 함께 끓인 밀크차는 

차가끓으면 약간의 소금을쳐서 먹는것이 특징이다.  

  

 

 

 

◈ 몽골 개요 

'용감함'이라는 뜻을 지닌 부족명에서 기인된 몽골(Mongol)은 부족의 힘이 

성장함으로써 민족명으로 자리잡았다. 러시아와 중국사이인 중앙아시아 

고원지대에 위치한 내륙국가이다 

 

국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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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명칭 : 몽골리아 (The Republic of Mongolia)  

◈ 수    도 : 울란바토르(Ulan Baator)  

◈ 인    구 : 2,646,000명(2005년 기준)  

◈ 화폐단위 : 투그리크(Tugrik) / T 혹은 Tg로 표기한다.  

◈ 환    율 : US 1$ = 1170 Tg  

◈ 기    후 : 대륙성 기후  

◈ 면    적 : 1,567,000㎢(한반도의 약 7.1배)  

◈ 주요민족 : 몽골족(79%), 카자흐족(6%), 중국계(2%)  

◈ 주요언어 : 몽골어(Mongolian)  

◈ 종 교 : 불교(50%),이슬람교(4%),토속종교(4%)기독교(2%),기타(40%). 

◈ 국가코드 : 976 

◈ 울란바토르시 지역코드 : 11 

 

기후  

'파란하늘의 나라'로 알려진 몽골은 연중 250일동안 해가 비치는 맑은 날을 

즐길 수 있다. 여름은 따뜻하고 겨울은 극도의 추운날씨를 보이며 사계절이 

뚜렷한 편이나 겨울이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로 제일 길며 

봄,여름,가을이 모두 합해서 5개월 정도 밖에 안된다. 11월에서 3월까지는 

평균기온이 냉점이하인 24℃로 떨어지고, 여름은 평균기온이 20℃에 이러 

계절간 기온차도 매우 큰 편이다. 연 평균 강수량은 254mm 로 매우 적어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를 지니고 있다.  

 

행정  

21개 지역, 하나의 수도, 2개의 자치도시 다르항(Darkhan), 

에르데넷(Erdenet), 초이발산(Choibalsan)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예하에는 

298개의 소지역으로 나눠져 있다. 가장 큰 지역는 남쪽 고비(Gobi)지역으로 

면적이 165,000㎢이며, 혹독한 기후때문에 인구가 겨우 약 42,400명으로 

가장 적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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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 

거대한 산들로 둘려싸인 지역으로, 그 면적이 한반도의 7.1배에 달한다. 

몽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한 나라로, 평균고도가 해발 

1,580m에 이르며 몽골국토의 21%를 동남쪽의 고비사막이 차지하고 있다. 

몽골 북쪽으로 러시아와의 국경이 3,000㎞, 남쪽으로 중국과는 4,670㎞에 

달하며, 북쪽에서 남쪽까지는 산림목초와 산초원지대, 극남부, 사막지대 

등지가 있다. 몽골에는 4,000여개에 달하는 호수와 강이 있다.  

 

 

몽골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실크로드를 개척한 징기스칸은 13세기 몽골의 여러 유목민을 하나로 

통일을 시작으로, 아시아, 유럽, 러시아까지 점령하면서 인류 역사상 최대의 

제국을 건설하였다. 기원전 10 ~ 20만년전, 석기시대부터 고비남부지역에 

인류가 살기 시작하여, 기원전400년경, 오르도스에서 청동기문화를 

나타나기 시작했다. 철기시대에 이르러, 부족연합을 구성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러시아, 한반도에 이르는 세력의 확장을 시도했다.  

 

몽골계와 투르크계의 분할된 유목부족을 13세기초 징기스칸이 연합시킨후, 

이듬해인 1206년 징기스칸은 몽골부족을 통일하여, 4명의 아들을 통해 

제국을 분할하여 다스렸다. 1227년 징기스칸이 서거하기전까지 송, 금, 

북중국, 금, 몽고, 서요(카라 키타이), 러시아 침공, 탕구트 침략 등 수많은 

정복사업을 펼침으로써, 인류역사상 가장 거대한제국으로 남게 되었다.  

1279년 징기스칸의 손자인 쿠빌라이 칸은 최초의 국가인 원나라를 

수립하였으나, 1368년 명에의해 몰락하여, 고비사막으로 도망치게 된다. 

한민족인 명에의해 쫒겨난몽골은 13세의 모습을 지닌채, 고립된 형태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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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616년 청나라의 속국을 겪은 1911년 한민족계가 청을 물리치고, 

중화민국을 세울때, 몽골은 독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원조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침공으로 외몽골은 중국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이후, 

러시아군과 중국군으로부터 1924년 11월에서야 완전한 독립을 하게 되면서, 

국호를 '몽골 인민공화국'으로 정하고, 군주제를 공화제로 고쳐 소련에 이어, 

2번째로 공산주의 국가를 이뤘다. 이후, 소련과 역사를 같이 했던 몽골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 등은 소련의 것과 유사한 서구 스타일을 보이고 있다. 

1946년 중국으로부터의 정식 분리, 독립후, 1961년 UN가입을 하게 된다.  

 

 

 

 

울란바토르 개요  

울란바타르는 몽골의 수도이자 정치, 상업, 문화의 중심지이다. 외국인들에 

의해 흔히 UB로 불리는 울란바타르('붉은 영웅'이라는 뜻)는 1950년대 

을씨년한 유럽의 한 도시를 연상시키는 모습과 느낌을 보여준다.  

 

구소련제 자동차들은 점차 최신형 일제 모델로 바뀌고 있는데, 다른 한 

곳에서는 여전히 소떼들이 거리를 어슬렁거리고 염소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모습이 발견된다. 또한 몽골의 전통복장을 한 사람들과 서구화되어 

세련된 복장을 한 사람들이 거리에 혼재하고 있는 장면도 발견할 수 있다. 

7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이 중 2/3는 젊은이와 어린이들이다.  

 

울란바토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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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년 라마묘(廟)를 창건한 이래 몽골은 라마교 본산으로서 발전하였고, 

18세기는 러시아 ·청(淸) 양국의 중계무역지가 되어 더욱 번창하였다. 

1911년는 외몽골의 독립과 함께 그 수도가 되었고, 1921년 혁명으로 

공화국이 성립되면서 라마교적 색채는 거의 사라지고 겨우 절 하나만 

남았다. 1924년에 울란바타르로 개칭하고 몽골의 정치 ·경제 ·문화면에서 

새로운 중심지가 되었다.  

 

또한 재미있는 볼거리 중 하나가 거리위의 수많은 한국자동차다. 

울란바타르도시의 전체 자동차 중 약 70%가 한국산 자동차라고 하며 이를 

보아도 이곳에서의 한국열기를 짐작할수 있다. 그 종류도 소나타, 갤로퍼를 

비롯해 승합차, 시내버스까지 한국산 일색이다. 심지어 00학원, 00중학교 등 

한국에서 스쿨버스로 쓰이던 버스들이 글자도 지우지 않은 채 다니는 

차들도 많다.  

 

몽고식 전통주택, 게르(GER) 

 

유목민족으로서 예로부터 유목생활을 하던 몽고인들의 생활형태에 맞추어 

이동하기 편한 천막식의 주거형태를 정착시키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게르다. 느릅나무와 같은 단단한 나무와 펠트라 부르는 양털이 주된 

재료이며, 석가래(오니)를 천장(토오노)의 외주부 구멍에 꽂도록 하는 

타입과 가죽끈으로 석가래를 천장에 고정시키는 타입 두가지로 그 형태가 

나뉜다. 균등하게 다음어진 나무를 가죽끈으로 엇갈리게 묶어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해 놓은 것이다. 문짝은 우우드라 부르는데, 양털로 

만들었다. 밖에서 볼때 오른쪽 문에 이 우우드가 드리워져 있고 출입할때도 

이곳을 통해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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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트는 흰색이어서 여름에 강렬한 햇빛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천막 

밑자락에 겉어올릴 수 있게 해 놓은 것은 통풍과 온도조절 기능이 있다. 또 

겨울철에 게르의 원형구조가 겨울의 강한 바람을 막아주어서 여러모로 

게르는 합리적인 주택구조다.게르 내부의 구조를 살펴보면 내외질서에 따라 

정리가 되어 있는데, 먼저 북서쪽에는 불단(佛壇)을 놓고 신성한 곳으로 

지키며, 출입구를 기준으로 왼쪽은 남자가 왼쪽은 여자가 차지한다. 즉, 

마구나 무기 등은 남자자리인 왼쪽에 놓고, 조리기구 등은 여자자리인 

오른쪽에 놓는다. 반면 내부에 화장실을 설치할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집 

밖의 숲이나 움푹한 곳에 화장실을 만든다. 배설물은 대부분 개들이 처리 

한다. 게르에는 둥근 천막을 우주로 간주하는 몽골인들의 의식이 담겨 

있기도 하다. 그래서 게르를 해시계로 이용해 천장으로 들어오는 빛을 보고 

시간을 파악한다. 또 게르 안의 기둥을 우주의 목으로 여기고 이 기둥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샤머니즘도 갖고 있다. 

 

수흐바타르 광장  

공산주의의 몰락을 가져온 첫번째 민중집회가 열렸던 곳 

 

울란바타르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바로 이곳에서 1921년 7월 

'혁명영웅' 담디니 수크바토르(Damdiny Sukhbaatar)가 중국으로부터의 

몽고의 독립을 선언으며 그는 1920년대 중국으로 부터 몽골을 독립시킨 

국민영웅이다. 몽골의 모든 지혜에 그의그림이 세겨져있고, 그의 동상앞에  

항상 경찰병력이 보초를서며 관리할 정도로 사랑 받는 영웅이다. 1989년 

공산주의의 몰락을 가져온 첫번째 민중집회가 열렸던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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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승 승전탑 

 

톨강의 전경과 울란바타르 시내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기념하고자 기증한 탑입니다. 

 

오워 몽골 샤머니즘의 상징물 

 

몽골의 샤머니즘을 보여주는 돌무지로 우리의 성황당과 같은 의미의 

장소입니다. 돌무지를 세바퀴 돌고 소원과 여행의 안녕을 비는 풍습이 있다. 

 

복트칸 궁전 몽골 불교 왕국의 마지막 궁 

 

현재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복드칸 겨울궁전은 20년간 몽골 왕족의 

마지막 황제 '복드칸'이 살았던 궁입니다. 개선문, 절과 2층 목조 건물 

등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세계의 왕으로부터 받은 선물, 복드칸이 개인적으로 

수집한 박제 동물과 그가 남긴 유물들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왕과 왕비가 생활했던 식당과 침실 등 당시의 궁전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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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사(간등사원) 

종교적 억압을 이겨낸 몽골의 유일한 사원, 간단사(간등사원) 

 

17세기에 설립된 간단사는 라마불교 사원으로 정식명칭은 '간등테그친른 

히드'이며 '완전한 즐거움을 주는 위대한 사원'의 뜻을 지니고 있다.  

 

간단수도원은 몽골 라마교의 총본산이라 할 수 있다. 이곳에는 27m에 

이르는 금불입상이 우뚝 솟아 있는데, 이 불상은 무려 7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제작된 것으로 중앙 아시아에서 가장 큰 불상이라 할 수 있다.  

 

간단사 내에는 24미터의 불상과 몇 개의 작은 절 그리고 학승들이  

공부하는 종교대학이 자리잡고 있으며, 약 150 여명의 라마승들이 거주하고 

있다. 울란바타르의 중심사원인만큼 연중내내 다양한 종교행사가 열려 

볼거리가 많아 항상 사람들로 붐빈다. 따라서 이곳은 작은 사찰과 기숙사, 

불교대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안에서 생활하는 라마승은 약 3백 여 

명이다. 

 

19세기 초 울란바타르에는 약100여 개의 티벳불교 사원과 수도원이 있었다. 

그러나 스탈린의 침략으로 대부분의 사원, 수도원이 파괴되었는데 

간단테그친렌 수도원은 공산주의자들이 외국인에게 보이기 위한 

전시효과용으로 남겨두었었다. 역사적으로 1930년에 있었던 공산정권의 

종교적 억압에도 끝까지 살아남은 유일한 사원으로 유명하며 

울란바타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라마불교의 대표적 중심사원이기도 하다. 

'완전한 기쁨을 위한 위대한 장식'이라는 뜻의 Gandan은 울란바타르의 

볼거리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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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기스칸 기마상 

초원 지역에 위치한 징기스칸 기마상 

 

2010년 완공된 징기즈칸 기마상은 울란바토르에서 54km 떨어진 곳의 

전진불독(Tsonjin Boldog) 초원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상으로부터 

50m의 높이로 세워져 있으며 그 중 건물의 높이는 10m, 동상의 높이는 

40m입니다. 기마상 주변은 몽골 정부 주도하에 게르캠프 리조트를 

비롯하여 스파, 호텔, 골프장 등의 부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개발 작업이 한창입니다. 

 

 

아리야발 사원 

코끼리를 형상화한 새벽사원 - 아리야발 사원 

 

아리야발(Aryapala) 사원은 부처님이 타고다니셨다고 전해지는 코끼를 

형상화한 사원으로 '새벽사원'이라는 별칭도 갖고 있다. 불교에서 중요시 

하는 숫자인 108개의 계단을 따라 올라가야하는데, 이 계단이 코끼리의 

코를 상징하고 사원이 코끼리의 머리를 상징한다. 러시아 군정기 불교 

탄압으로 많은 사찰이 사라져서 몽골에 몇 남지 않은 사원 중 하나로 

1988년에 복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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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전통 공연 

기마민족의 빠른 리듬을 가진 전통 공연 

 

몽골 전통 공연은 화려한 의상을 입고 몽골의 여러 전통 음악, 춤 등을 

1시간에 압축해서 흥미진진하게 빠른 속도로 전개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기마민족이다보니 리듬이 다소 빠르고 흥겨운 

느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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