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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pe Soul Music
The pounding of hooves, the moan of wind across the grasslands, 
the ripple of a horse’s mane — the sounds of the morin khuur are 
the sounds of Mongolia itself, which explains why the instrument is 
so revered by the country’s people.

몽골 초원의 노래
지축을 흔드는 말발굽 소리, 초원을 가로지르는 들바람 소리, 

더펄거리는 말갈기 소리 등 몽골의 소리가 ‘모린후르’에 담겨 있다. 

몽골 사람들이 이 악기를 숭상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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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에 펑크가 난 것은 해가 중천에 뜬 정오 무렵이었다. 

운전사와 안내원이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사이, 나는 몽골의 광야 

속에 우두커니 서서 먼 곳만 바라보았다. 저 멀리 하르누르 호수가 

신기루처럼 반짝이고, 눈 덮인 자르갈란트하이르한산은 붉고 

황량한 모습으로 우뚝 솟아 있다. 몽골은 거인들이 사는 땅이다. 

몇 시간을 달려도 눈에 보이는 건 초원과 황야뿐, 온종일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우리는 몽골 서부 호브드주의 울퉁불퉁한 

사막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중이다. 

마침내 울타리가 쳐진 곳에 차를 세웠다. 울타리 안에는 

오두막집과 몽골인의 이동식 천막집인 게르, 사나운 개, 그리고 

다슈도르지 체렌다바가 있었다. 60대인 체렌다바는 이 지역에서 

평생을 산 이로, 2008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말 머리 장식 현악기 ‘모린후르’의 연주자다. 또한, 그는 몽골의 

현존하는 3대 후미 창법의 대가 중 한 사람이다. 

모린후르 연주와 후미 노래는 말과 기수처럼 긴밀한 관계라 

한 사람이 공연하는 일이 많다. 오두막집에서 우리는 짭조름한 

수테차 한 사발과 전날 구운 빵을 대접받았다. 차를 마시는 

동안 체렌다바가 악기를 들고 연주하기 시작했다. 현이 두 줄인 

악기는 첼로와 미국의 민속 악기인 밴조를 뒤섞은 모양새고, 낡은 

It’s nearing midday as my driver, guide and I bump along 

a desert track in Western Mongolia’s Khovd Province. The 

sun is stretched out across the sky. In the far distance, the 

lake of Khar Nuur shimmers like a mirage. The massif of 

Jargalant Khairkhan rises red and barren, its peak dusted 

with snow. Mongolia is a land for giants. You can drive for 

hours through grassland and desert steppe, and the view 

barely changes. You might not see another soul all day.

Eventually, we pull into a compound containing a cabin, 

a yurt, a grumpy dog and Dashdorj Tserendavaa. In his 

sixties, Tserendavaa has lived in this region all his life. 

He smokes, he drinks and he plays a mean morin khuur, 

the horse-head fiddle that UNESCO inscribed on its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2008. He’s also one of 

Mongolia’s three living khöömei (throat singing) masters. 

Often performed in unison, the morin khuur and throat 

singing go together like horse and rider. In the cabin, 

Tserendavaa takes up his instrument. Looking like a two-

stringed cello crossed with a banjo, it’s worn from years 

외관에서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목 끝부분에 말 머리가 조각돼 

있으며, 울림통은 목재와 낙타 가죽으로 만들었다. 그는 과장된 

몸짓으로 현에 활을 갖다 댔다. “이것은 모린후르의 전설과 

몽골인에게 모린후르가 어떤 의미인지를 전하는 노래입니다.” 

그가 눈을 감고 요동치는 바리톤의 음색으로 노래하는 동안 그의 

손가락은 현 위에서 춤을 췄다. 

가사의 내용은 이렇다. 잘생긴 청년이 동쪽의 전쟁터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소녀와 사랑에 빠졌다. 전쟁이 

끝난 뒤 청년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소녀에게 언젠가 

다시 찾아오겠다고 약속했다. 소녀는 그 청년에게 긴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날개 달린 말을 내주었고, 그 말은 끝없이 

펼쳐진 초원을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날아 청년을 서쪽 고향까지 

데려다주었다. 하지만 청년의 고향 마을에도 그를 사랑하는 

처녀가 있었으니, 질투에 눈이 먼 처녀는 그가 잠든 사이 날개 

of use. The neck is topped with a carved horse head, while 

the body is a drum of wood and camel skin. Tserendavaa 

puts bow to strings. “This song is about a legend of the 

morin khuur and what it means to the Mongolian people.” 

His fingers dance as he sings in a wavering baritone.

The lyrics tell of a man sent away to war, where he falls 

in love with a beautiful girl. When his service is over he 

must return home, but he vows to come back for her one 

day. To aid the man on his long journey, the girl gives him 

a winged horse that carries him home, swift as lightning, 

over endless leagues of empty steppe. But it transpires 

that a girl in the man’s home village is in love with him, and 

in a fit of jealousy she kills his horse as he sleeps. When 

the man wakes he is devastated. So he does what any 

heartbroken Mongolian would do: he transforms his dead 

steed into a musical instrument. The horse’s head and 

neck become the top of the morin khuur, its hair is turned 

into strings, a rib becomes the bow, the skin the body of 

the instrument, and the horse’s wings its tuning pegs. 

모린후르의 시조는 칭기즈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왼쪽 페이지). 사진 맨 

오른쪽의 연주자가 모린후르 거장 중 한 사람인 반치그 바트조리그다(아래).

Some version of the morin khuur is thought to date to the time 
of Genghis Khan (opposite). Vaanchig Batzorig, at right, is one of 
Mongolia’s most celebrated morin khuur players (below).



62    
MORNINGCALM

달린 말을 죽여 버렸다. 잠에서 깨어난 청년은 절망했다. 비탄에 

빠진 그는 몽골인이라면 누구라도 할 법한 일을 했다. 자신의 

죽은 말을 악기로 바꾸는 일 말이다. 말의 머리와 목은 모린후르 

악기의 머리 부분으로, 말총은 현, 갈비뼈는 활, 가죽은 악기의 

울림통, 말의 날개는 줄감개로 만들었다. 이후 청년은 자리에 앉아 

남은 평생 슬픈 노래를 부르며 악기를 연주했다고 한다. 

몽골인은 말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넘쳐 난다. 아이들은 세 

살이면 말안장에 올라타고, 다섯 살 나이에는 20킬로미터를 

달리는 경마 시합에 출전하기도 한다. 말의 젖으로 만든 발효 

음료인 ‘아이락’은 국민적인 술이고, 몽골의 대중 가수는 말을 

소재로 한 애절한 발라드를 부른다. 칭기즈칸이 이끄는 몽골족이 

세운 제국 역시 말의 등 위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니 몽골 문화에서 

모린후르가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몽골인이 

말에 대해 품고 있는 깊은 경외심을 알아야 한다. 모린후르 

자체가 말이라는 사실과 함께. 이는 모린후르의 각 부분이 말의 

부위에서 비롯되었다는 기원 설화 차원에서만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깨달은 바에 따르면, 모린후르를 연주하고 그 소리를 듣는 

것은 말을 타고 드넓은 초원을 달리는 일과 같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에는 몽골 전체 인구 300만 명 중 

거의 절반이 거주하며, 그들 대부분이 좁은 도심에서 바깥쪽으로 

뻗어 있는 교외의 게르촌에서 지낸다. 도심에는 중국인이 지은 

고층 건물과 무너져 가는 러시아식 건물이 곳곳에 있다. 이 건물 

중 한 곳에서 나는 모린후르의 거장 반치그 바트조리그를 만났다. 

그가 말 머리 장식이 위를 향하도록 악기를 무릎 사이에 끼우고 

앉은 모습을 보니, 마치 작은 목마를 탄 것처럼 보였다. 

바트조리그가 나른하게 연주를 시작했다. 두 개의 현에서 

초원을 가로지르는 바람의 숨결 같은 구슬픈 소리가 났다. 그는 

점차 속도를 높여 안정된 속보의 리듬을 구사하다 엇박자의 전력 

질주와 같은 소리를 내더니, 다시 속도를 떨어뜨려 부드럽게 

연주해 말발굽 아래의 땅이 바뀌었음을 표현했다. 손가락은  

새의 날개처럼 현 위에서 떨렸고, 가끔 모린후르의 울림통을 

북처럼 내리치기도 했다. 그러다 일순간 갑자기 활을 멈춰 주변을 

정적에 빠지게 했다가 손가락으로 가볍게 줄을 튕겨 흩날리는 

말갈기를 연상시키는 희미한 리듬을 만들었다. 실로 놀라운 

소리였다. 모양새는 클래식 현악기와 닮았지만 모린후르의 

연주는 훨씬 더 원시적인 강렬함이 느껴졌다.

바트조리그는 연주를 하면서 후미 창법으로 노래했다. 노래 

부르는 이가 두 가지 음색을 내는 독특한 창법으로, 그는 승마할 

때의 리듬감을 들려주었다. 우리는 실내에 있었지만, 그 노래의 

효과는 경이로웠다. 나는 그 노래를 듣는 순간 탁 트인 초원으로 

이동한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가 연주를 멈추고 활을 내려놓자, 

Then the man sits and plays his mournful song for the rest 

of his days, the same song Tserendavaa now sings for me.

One might be tempted to conclude that Mongolian men 

love horses even more than women, and they wouldn’t 

be far off. The love for the horse in Mongolian culture is 

all-encompassing. Pop stars sing syrupy ballads about 

them. Children get in the saddle at the age of three; by five, 

some of them are competing in 20km races. Fermented 

mare’s milk is the national tipple. You might even say that 

the largest contiguous empire the world has ever known, 

that of Genghis Khan’s horde, was built on the back of a 

horse. So to understand just how prized the morin khuur is 

in Mongolian culture, one must first grasp the veneration 

Mongolians harbor for the animal and then acknowledge 

that the morin khuur is itself a horse, and not just via the 

origin-story symbolism of its component parts. To play it 

and listen to it is to gallop over the grasslands.

In Ulaanbaatar I meet Vaanchig Batzorig, a celebrated 

morin khuur master. Seated with the instrument squeezed 

between his legs and the horse head jutting upward, 

it’s almost like he’s riding a tiny wooden steed. Batzorig 

starts playing, languidly at first. The two strings are tuned 

a fourth apart, which makes for a mournful wail, like the 

moan of the wind over the steppe. He speeds up, switching 

the rhythm from a trot to a syncopated gallop, then slows 

down again, playing more softly to represent the change 

of terrain under the hooves. Fingers trill like a bird’s wing 

over the strings, and occasionally he taps the wood of the 

instrument like a drum. Then all is quiet, the bow still, and 

Batzorig simply tickles the strings in a faint rhythm, like 

the ripple of a horse’s mane. It’s remarkable. The morin 

khuur might resemble a classical instrument, but the 

performance is something far more primordial.

Batzorig starts to perform ezenggileer, a pulsing style 

of throat singing that mimics the rhythms of horseback 

riding. Even though we’re inside, the cumulative effect 

is astonishing, transporting me out onto the wide-open 

steppe. A primal call of the wild. Then he stops, puts down 

his bow, and we plop back down to earth with a thud. 

“Playing the morin khuur is like riding a fast horse,” says 

Batzorig. “When I play, I imagine I’m in the saddle.”

“모린후르를 연주하는 것은 빠른 말을 타고  
달리는 것과 같아요.” 바트조리그의 말이다.

“Playing the morin khuur is like riding  
a fast horse,” says Batzorig. “When I play,  

I imagine I’m in the sad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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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모린후르를 연주하는 것은 빠른 

말을 타고 달리는 것과 같아요. 저는 말안장 위에 앉아 있다고 

상상하곤 하죠.” 바트조리그의 말이다. 

연주자로서 그의 여정은 몽골의 초원을 넘어 더 넓은 세계로 

나갔다. 2011년, 그의 민속 음악 밴드 후수그툰은 런던의 로열 

앨버트 홀에서 공연했다. 하지만 바트조리그와 모린후르가 세계 

무대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 계기는, 후수그툰이 2015년  

‘아시아 갓 탤런트’에서 2위를 차지하면서부터다. 방송을 통해 

후수그툰은 보기 드문 장면을 연출했다. 몽골 전통 의상인 ‘델’

을 걸치고 후수그툰 멤버들이 몽골 민속 음악을 들려준 것이다. 

공연이 끝난 뒤 심사위원이자 전 스파이스 걸스 멤버였던 멜러니 

C는 밴드를 보며 말했다. “마법 같아요. 넋을 잃고 빠져들었어요.” 

모린후르의 진가를 알아본 것이다. 듣는 이를 먼 과거로, 저 멀리 

광활한 초원으로 데려가는 모린후르의 힘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린후르의 미래는 암울해 보였다.  

20세기 대부분 몽골은 소련의 위성 국가였고, 모린후르의 

소리는 침묵을 강요당했다. 키릴 문자가 몽골 문자를 대체하고, 

칭기즈칸은 제국주의자로 낙인찍혔으며, 강건한 유목민의 빛나는 

전통은 격하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몽골 전통문화의 침식 

His journey as a performer has taken him far beyond 

Mongolia. In 2011, his traditional band, Khusugtun, 

traveled to London for a performance at the Royal Albert 

Hall, but it was in 2015 that Batzorig and the morin 

khuur really exploded onto the global scene by taking 

second place in Asia’s Got Talent. The show provided the 

incongruous spectacle of Khusugtun, wrapped in their deel 

greatcoats, performing Mongolian folk songs for a panel 

of judges that included Melanie C, the former Spice Girl. 

After an ovation, she looked at the band and said, simply, 

“Magical. Transported,” undone by the essence of the 

morin khuur — music as transportation, with the power to 

convey the listener out across the great grass sea, like a 

trusted horse, to somewhere distant and long ago.

‘에그시글렌 마그나이’ 공방에서 만든 모린후르 악기의 말 머리 조각(아래). 

악기의 몸통과 머리 부분이 맞도록 다듬는 작업이 한창이다(오른쪽 페이지).

Carved horse heads adorn the top of morin khuur necks at Egshiglen 
Magnai workshop in Ulaanbaatar (below). A worker shapes the base 
of a neck before fitting it into the instrument’s sound box (opposite).

속에서도 게르 안에 모린후르를 두고 지낸 사람이 있었고, 심지어 

모린후르를 제작하는 전통을 이어 온 사람도 있었다. 고비 사막의 

황량한 모래 위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푸레브다바 바이갈자브의 

가족도 그렇다. 10남매 중 셋째로 태어난 바이갈자브는 모계 

쪽으로 모린후르 제작자 가문의 피를 이어받았다. “첫 모린후르를 

완성한 때가 제 나이 열여섯인 1976년이에요. 소련 시절엔 삶이 

너무나 팍팍해서 음악에 관심을 기울인 사람이 거의 없었죠.” 

바이갈자브의 말이다.

몽골 민주 혁명 이후 1991년, 남들과 달랐던 그는 

울란바타르에 모린후르를 제작하고 수리하는 공방 ‘에그시글렌 

마그나이’를 열었다. 오늘날에는 몽골에서 가장 유명한 악기 

제작사로 인정받고 있다. 장인 50여 명이 온종일 작업에 매달려 

매달 모린후르 150~200대를 생산한다. 바이갈자브는 우리와 

대화하던 중 “좋은 악기를 만드는 비결은 연습”이라며 “악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리의 색과 악기 구조의 연관성을 훤히 

알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바로 옆 작업실에서 장인들은 말 

머리를 조각하고, 모린후르 울림통을 깎아 내고, 갖가지 재료를 

구부러뜨리거나 사포로 광을 냈다. 온갖 연장이 땅에 떨어져 

있었고, 바닥은 톱밥으로 덮여 있었다. 

BACK IN THE SADDLE Not long ago, however, the future of 

the instrument and traditional Mongolian culture seemed 

bleak. The whinny of the morin khuur was muzzled during 

much of the 20th century while Mongolia was a satellite of 

Soviet Russia. The Cyrillic alphabet replaced Mongolia’s 

own script, Genghis Khan was branded an imperialist 

and the status of nomadic culture was diminished, with 

classical music favored over Mongolian.

Despite this, some nomads still kept morin khuur 

in their yurts, and a few even carried on the tradition of 

making them, like the family of Purevdavaa Baigaljav, 

pastoralists living in the barren sands of the Gobi Desert. 

Baigaljav comes from a family line (on his mother’s side) of 

morin khuur craftsmen. “I made my first instrument when 

I was 16, back in 1976,” he tells me. “But during the Soviet 

times, life was hard, and nobody focused much on music.”

In 1991, after Mongolia’s democratic revolution, he 

opened Egshiglen Magnai, a tiny workshop making 

and repairing morin khuur. Today it’s the most fa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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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그시글렌 마그나이 공방의 창업자  
푸레브다바 바이갈자브가 수집한 모린후르.

Some of the morin khuur in the personal 
collection of Purevdavaa Baigaljav,  

the founder of Egshiglen Magnai. 

광활한 초원의 소리 진짜 보물은 아래층에 있었다. 바이갈자브는 

박물관을 연상시킬 만큼 많은 모린후르를 보관한 방의 자물쇠를 

풀었다. 그가 평생에 걸쳐 수집한 진귀하고도 멋진 악기들이었다. 

크기, 모양, 스타일이 다 다른 악기들은 마치 모린후르 역사의 

축소판처럼 보였다. 오래된 악기는 울림통 부분이 염소나 낙타,  

뱀 등의 가죽으로 덮여 있었다. 1960년대부터 장인들은 목재만을 

이용해 울림통을 제작하는데, 이는 습기로 인한 악기 손상을 

막기 위해서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 제작된 모린후르는 

바이올린이나 첼로를 더 닮은 모습이다. 

“모린후르의 시조는 칭기즈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시절 악기가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없습니다.” 바이갈자브의 말이다. 그의 수집품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8세기 한 몽골 귀족을 위해 제작된 것이다. 중국 

청나라 왕조 말기에 제작된 악기도 있었다. 이 시기의 모린후르는 

끝부분이 말 머리가 아닌 사자로 장식되어 있고, 황실의 상징인 

노란색으로 채색되어 있다. 섬세한 디자인으로 뼛조각을 박아 

넣은 악기가 있는가 하면, 화려한 채색이 돋보이는 악기도 

있었다. 그러다 여느 수집품과 달리 눈에 띄게 수수한 모린후르 

하나가 눈길을 끌었다. 바로 모린후르의 미래가 위태롭던 시절, 

바이갈자브가 처음 만든 모린후르였다.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현재 몽골 정부는 적극적으로 

모린후르를 홍보하고, 2002년에는 모든 몽골 가정에 모린후르가 

한 대씩은 있어야 한다는 칙령까지 공포했다. 2011년에는 

몽골에서 가장 신성한 산 중 하나인 오트곤텡게르하이르한을 

기념하는 행사의 하나로 수흐바타르 광장에서 999대의 

모린후르 공연이 펼쳐지기도 했다. 모린후르의 끈질긴 생명력은 

많은 면에서 몽골이라는 나라와 닮았다. 여러 차례 역사적 

아픔을 겪었지만, 몽골처럼 현대 도시가 들어서 있으면서 전통 

유목 생활까지 확고하게 지켜 온 나라는 드물다. 근본적으로 

초원에서의 삶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유목 생활을 유지한 가족은 

여전히 염소와 양을 키우고, 계절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또한, 여전히 말은 몽골인의 의식 속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만약 칭기즈칸이 환생해 오늘날 몽골의 게르 안으로 

들어온다면 어떨까. 그는 고향에 돌아온 듯 아주 편안함을 

느끼리라. 게르에 모린후르가 한 대 있다면, 칭기즈칸은 악기를 

집어 들고 한 곡조 멋지게 뽑아낼지도 모른다. 오래된 삶의 

방식을 버리고 도시로 이주한 몽골인도 마찬가지다. 언제라도 

모린후르가 연주되는 술집을 찾아간다면 천둥 같은 말발굽 

소리, 영원할 것 같은 푸른 하늘, 창문 너머에서 손짓하는 광활한 

초원의 바다를 다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몽골인에게 모린후르는 

그런 악기다.  글 톰 오맬리 사진 테일러 와이드먼

instrument maker in Mongolia. Around 50 full-time 

craftspeople create 150 to 200 morin khuur a month, 

chiseling horse heads, whittling out bodies and bending, 

sanding and polishing. There’s a bewildering assortment 

of tools lying about, and the floor is thick with sawdust.

The real treasures are downstairs. Baigaljav unlocks 

a room containing what amounts to a museum of morin 

khuur — his collection of rare and wonderful instruments 

in all sizes, shapes and styles. The older ones are made 

with skin — goat or camel, even snake — stretched over 

a frame. In the 1960s, craftsmen began to make the 

instrument entirely from wood, to get around the damage 

wrought by humidity. 

“The morin khuur, or its forebear at any rate, is said to 

date to the time of Genghis Khan, but no instruments from 

that era survive,” says Baigaljav. His oldest example was 

made for a Mongolian lord in the 18th century. Another is 

from the late Qing Dynasty (1644-1912). The neck is topped 

not with a horse head but a lion, painted imperial yellow. 

One morin khuur is noticeably humbler than the rest — 

Baigaljav’s very first instrument, made when the future of 

the morin khuur looked shaky to say the least.

Things couldn’t be more different now. The government 

actively promotes the instrument, even decreeing in 2002 

that all Mongolians should keep one in their home. In 

many ways, the endurance of the morin khuur mirrors the 

story of Mongolia as a whole. Few other countries have 

managed to preserve their ancient forms of living — in this 

case, nomadic pastoralism — alongside contemporary 

urban existence. Fundamentally, little has changed out 

on the steppe. Herding families still tend flocks of goats 

and sheep, moving with the seasons. The horse still looms 

large in the national consciousness. 

If the second coming of Genghis Khan were to enter a 

yurt in modern Mongolia, he’d probably feel quite at home. 

He might even pick up the morin khuur if the family had 

one and belt out a tune. And for those that have given up 

their old ways and moved to the city, all it takes is a few 

bars to evoke the thunder of hooves, the eternal blue sky 

and the great grass sea waiting just beyond the window. 

 By Tom O’Malley Photographs by Taylor Weidm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