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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와 한국의
I00 가지
일상사물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 동남아시아교육장관기구 고고학미술지역
센터 (SEAMEO SPAFA), 동남아시아교육장관기구 사무국(SEAMEO Secretariat)은 지난
2005년부터 지금껏 ‘SEAMEO-APCEIU 문화 간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자료 개발에 관한 협
력’이라는 큰 틀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유네스코 회원국을 대상
으로 교육의 질적인 발전과 함께, 지역 간의 상호 이해, 문화 다양성의 증진과 확산을 위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기관은 이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용 카드게임‘O’oh’, 디지털 게임‘SEA
Journey’ 및 동남아시아와 한국의 설화를 소재로 한 교안과 시청각 자료를 개발한 바 있으며,
2013년에는‘그림으로 배우는 동남아시아와 한국의 문화이해 개발자료 사업’의 일환으로, 동
남아시아와 한국의 대표적인 풍속화를 발굴하여 그 안에 묘사된 전통의례와 축제를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하여 지역의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보급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처음으로 한국 외교부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의 후원을 받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싱가포
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과 한국의 박물관 큐레이터 및 인류학자들과 협력하여,
인간의 삶과 긴밀하게 연관되는 식사와 조리, 의복, 가정, 농경과 어업, 민속신앙과 공동체, 여
가라는 주제에 해당하는 대표적 일상사물을 국가별로 수집∙ 연구하여, 친숙하고 흥미로운 주제
의‘동남아시아와 한국의 100가지 일상사물’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동남아시아와 한국의 관습, 예술과 기술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낯익은 사물에 깃든 다
양한 소재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어, 국가들의 고유한 문화∙ 역사적 특징을 재조명하고 있
습니다. 특히 이 책에 소개된 사물에는 동남아시아와 한국의 “인류학” “예술학적” 요소들이
고스란히 녹아있어, 독자들이 일상사물을 통해 각 나라의 독특한 문화를 넘어 인류의 보편적
인 정서를 자연스럽게 알아가도록 구성했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신도 모르게 갖게 될 수 있는 편견과 오해, 선입견에서 벗어나 서
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조화롭고, 평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글로벌시민으로 성
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책의 개발에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과 원고를 읽고
검토하고 감수하여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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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아시아는 다양한 언어와 민족, 종교 및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여러 세기를 거쳐 형
성된 정주 공동체(Sedentary communities), 농업, 상품의 교환과 발전을 기반으로 유사한 생
활양식을 공유해왔다. 이들은 지역·집단 지혜(Local and collective wisdom)를 모아, 도구를
활용해 천연의 재료들을 채취하여 음식으로 만들었고, 천연 섬유와 염색으로 옷을 만들고, 다
양한 목재와 흙을 활용해 집을 지었으며, 가정생활과 사냥에 필요한 도구와 다목적 용기를 만
들었다. 공동체 마다 각기 선호하는 모양과 색은 이들만의 특정 활동과 경험에 녹아들어, 각 지
역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형성하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정치, 이주, 상업에 기반한 물품 교
역, 금속 기술 등의 발전과 변화는 이 지역의 문화, 공동체, 나아가 국가의 형성에 크게 기여하
였고, 현대에는, 글로벌리즘(Globalism)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시아
∙ 태평양 지역’과 같은 개념의 지역주의 역시 함께 발전했다.
21세기로 들어서면서, 우리는 지역이 공유하는 전통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과 더불어, 서로
간의 고유한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평화, 조화, 화합의 이
름으로, 개인, 지역의 구성원, 그리고 글로벌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는, 서로의 문화와 경험을 알아가며, 지
식을 함양하는 것인데, 이는 교육이 상호 이해와 문화 간 대화를 증진시키는 주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문화 간 대화에 있어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지하고,
단순히 일상사물의 실용적 측면에 대한 소개를 넘어,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대화와 비판적
인 사고를 유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의 일상에서 특정 사물을 날마다 사용하게 되면, 그 사물이 가진 독창성이나 특수성을 잊
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사물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새롭고 흥미로운
물건으로 보일 것이다. 특정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사물은 현지의 지혜, 전통, 재료, 기술을 대
변하고, 그 문화권에 속한 개인이나 가족, 공동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능을 하기에, 교육적
활용가치가 충분하다. 이런 측면에서 일상사물은 최근 일반 대중의 교육과 문화재 보존을 위
해서 박물관처럼 일상의 범위 밖에서 활용되기도 한다. 이 책에 소개되는 100가지의 일상사물
을 통해 우리는 독자들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
디아, 태국, 필리핀과 한국의 일상생활, 전통, 기술과 예술에 대해 배울 수 있길 바라며, 이번
사업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공유하고자 한다.

1. 동남아시아와 한국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상징하는 일상사물을 문화 간 이해
		

를 위한 정보의 원천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고안

2. 동남아시아와 한국의 교사 및 학생들을 위한 물질문화와 전통관습에 대한 문화
		

적인 이해와 안목을 향상 시키는 교육 및 학습 자료의 개발

3. 동남아시아와 한국의 박물관 큐레이터 및 인류학자 간의 인적교류확대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100가지 일상 사물들을 살펴보면, 독자는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국가에서 만들어진 사물과
쓰임새가 비슷하거나 예술양식이 흡사한 사물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몇몇 사물들
은 외관이나 용법, 그리고 만들어진 재료에 있어서 유사한 특성을 가질 수도 있고, 몇몇 사물은
특정 문화를 대변하는 독특하고 고유한 사물일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100가지 사물들을
통해 독자들은 서로의 고유한 문화유산을 배우고, 비교하며, 사물과 연관된 다양하고 흥미로
운 소재의 이야기들을 통해 문화, 역사, 종교와 문명을 아우르는 지식을 함양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아세안 사회∙ 문화 공동체의 출범을 넘어 ‘다양성 안에서 통합’(Unity of diversity)
에 부합하는 우리의 노력이, 이 지역 국가들 사이에 공동체 의식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하며, 향후 학생들이 이 책을 통해 자신들이 배운 것들을 각자의 공동체에서 슬기롭게
활용할 수 있길 기원해 본다.

*일러두기
이 책에 소개된 사물의 명칭은 국가별 전문가들이 제공한 영어발음표기와 해석에 기초하여, 원어민의 도움을 받아 한글로 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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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젓가락

찬다스Chandas (브루나이 말

찬다스는 음식을 집는 데 사용하는 식기로, 대나무의 한쪽 끝

레이어, 케다얀어)
수삣Supit (두순어)
전통 젓가락

부분은 그대로 두고 다른 쪽 끝을 반으로 갈라 얇은 젓가락 형
태로 만든 것이다.
전통적으로 야자나무 전분인 암부롱(Ambulong)으로 만든 찰

재료:

대나무

기 있는 음식인 암부야트(Ambuyat)를 먹는 데 사용한다. 암

소장처:

브루나이

부야트는 찬다스로 저어, 과일이나 첸칼루(Cencalu) 라고 부

반다르스리브가완,
말레이 기술박물관

르는 발효시킨 새우로 만든 짜짜(Cacah) 소스에 살짝 찍어 먹
는다.
찬다스는 브루나이에서 오늘날까지도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
으며, 식당에서는 수저, 포크와 함께 제공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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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절구

레숭Lesung (브루나이 말레이

레숭은 쌀을 빻을 때 쓰는 나무 절구로, 보통 단단한 나무로

어)

만든다. 한두 명의 여성이 적은 양의 벼 낱알을 절구 가운데에

나무 절구

넣고, 양쪽이 똑같이 생긴 절굿공이의 끝을 사용해 번갈아 가
며 쌀을 빻는다. 알루(Alu) 라고 부르는 절굿공이는 두꺼운 방
망이처럼 생겼는데, 양쪽 끝은 넓고 둥근 모양을 하고 가운데

재료:

소장처:

단단한 나무, 마편초과

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형태이기에, 한 손으로 가볍게 잡을 수

류 나무

있다.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
말레이 기술박물관

레숭과 관련된 브루나이 전통 중 한 가지는 추수 이후에 레숭
으로 암핑(Amping)이라 부르는 쌀가루를 만드는 것으로, 수
확을 기념하는 의식이다. 또한, 브루나이 케다얀족은 결혼식에
서 신랑 신부가 의자 대신 레숭에 앉는 전통이 있다.

식사와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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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자 주스 통

밤퐁토익트나오트Bampong
Teuk Thnaot
야자 주스 통

재료:

대나무, 나일론 실

수집처:

캄보디아 시엠립 주
프레야 닥 지역,
개인소장

캄보디아 사람들은 밤퐁토익트나오트를 사용해서 나무 위에
서 야자 주스를 모은다. 전통적으로 이 통은 작게 자른 대나무
줄기로 만드는데, 주스를 채취하는 사람이 들기 편하도록, 대
나무 껍질을 제거해 통을 가볍게 만들고, 끝에 작은 줄을 매단
다. 보통 하나의 통에 야자 주스 2 ℓ까지 모을 수 있고 큰 통
은 4ℓ까지도 담을 수 있다. 다 자란 대나무 줄기로 만든 통은
보통 1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캄보디아 사람들은 야자 주스를 모으는데
대나무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통, 음료수병, 수도 파이프, 탄창
등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용하였다.
캄보디아 리움예술문화연구소(Reyum Institute of Arts and
Culture)에는 탄창을 야자 주스를 모으는 데 사용하기 시작하
게 된 것과 관련한 자료가 있다.

‘시엠립의 품바다익 지역의 야자 주스 채집가들에 따
르면,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이 탄창을 주스 통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야자 설탕을 군인에게 주고 그 대가로 플라스틱
탄창을 받아오면서부터 라고 한다. 사람들이 받아온 탄창들은
일반적인 대나무 통보다 약간 길었으며, 사용이 쉽고 많은 양
의 야자 주스를 채취할 수 있었다.'
식사와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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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달린 바구니

칸체우Kanh Cheu

칸체우는 벼를 운반하거나 저장할 때, 혹은 낱알을 키질할 때

발 달린 바구니

사용하는 바구니다. 이 밖에도 참깨, 옥수수, 콩 등의 씨앗이나
식기류를 부엌에 보관할 때도 사용한다. 바닥이 견고하게 짜인

재료:

수집처:

대나무, 등나무, 나무덩

사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씨앗을 시장에 가져갈 때 머

굴, 야자나무 잎

리에 편하게 이고 갈 수 있다.

캄보디아 시엠립 주,
뎀데크 지역, 개인소장

캄보디아에서는 이 바구니에 대한 민담이 전해져 내려온다.

'어느 날, 굶주린 토끼가 신선한 바나나가 가득 담긴 바
구니를 머리에 이고 시장에 가는 노파를 발견했다. 그는 꾀를
내어 죽은 척하고 길에 누웠다. 노파는 가족에게 맛있는 요리
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행복해하며 바구니 위에 토
끼를 올리고 계속 길을 걸어갔고, 그 사이 토끼는 바구니에서
'바나나 축제'를 벌이고 바구니에서 뛰어내려 도망가 버렸다.'

식사와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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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떡살

체따깐사구(포르나)Cetakan

체따깐사구는 인도네시아 북부 지방의 술라 섬에서 사고 떡을

Sagu
전통 떡살

만들 때 사용하는데, 지역 사람들은 이 떡살을 포르나(Forna)
라고도 부른다. 사고 전분은 인도네시아 동부를 중심으로 대
부분의 지방에서 주식으로 사용되는 탄수화물이 풍부한 재료

재료:

흙

이다. 사고 전분만으로도 다양한 과자나 떡을 만들 수 있는데,

소장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반죽에 코코넛, 땅콩, 호두 등을 첨가하여 만든다. 여기에 종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

종 흑설탕 혹은 야자 설탕을 넣어 더 달게 만들기도 한다. 그
렇게 만든 반죽을 체따깐사구에 넣고 잘 익을 때까지 구우면
사고 떡이 완성된다. 완성된 떡은 단단해서, 주로 차에 적셔서
먹는다.
사고나무는 열대기후인 인도네시아에서 매우 잘 자라는데, 크
게는 20-30m까지 자란다. 사고 나무의 줄기를 으깨서 만든 알
갱이를 물에 넣고 거르는 과정에서 추출된 침전물을 햇볕에 말
리면 사고 전분이 된다. 사고 전분을 만드는 작업은 보통 3일
정도 걸리며, 4명 정도 함께 작업한다. 이렇게 말린 사고 전분
은 상당히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 몇 달이 지난 뒤에도 먹
을 수 있다.

식사와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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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아리

항아리

항아리는 한국의 전통 음식 저장용 토기이다. 진흙으로 빚어서
600-1,100도의 고온에서 굽는다. 굽는 온도에 따라 윤기가 없

재료:

흙

는 질그릇이나, 윤이 반지르르한 항아리가 된다. 항아리는 쌀,

소장처:

한국 서울,

김치, 간장, 고추장, 된장 등의 장이나 음식을 보관하는 데 사

국립민속박물관

용되었다. 통기성이 뛰어나 음식의 발효에도 뛰어나다. 항아리
는 크기나 용도가 다양하다. 대형 항아리는 김칫독으로 사용
되었고 작은 항아리는 양념 용기로 사용되었다. 한옥에는 장
독대가 있었는데 옛날에 장독대는 가신이 머무는 성스러운 곳
으로 간주되었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가옥구조가 변화하면서 항아리의 사용
도 줄어들었다. 대부분 현대 주택에는 항아리를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이다. 항아리 대신 가전제품이나 현대식 용기를 사용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건강에 유용한 용기로 항아리에 대한
재평가가 일고 있다.

식사와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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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반상기

유기반상기

이 유기반상기는 20세기 중반 이전 상류층에서 사용하던 식기
세트이다. 유기는 음식의 보온에 적합하여 겨울철 반상기로 유

재료:

소장처:

유기 (구리와 주석 등의

용했다. 일반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힘들어서 제기로

합금)

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유기는 스테인리스 그릇이 도입되기 전에 한국에서 가장 좋은
식기였다. 근대화 시기 특히 1960년대에 유기는 급격하게 스테
인리스 그릇으로 대체되었는데 녹이 스는 것을 막거나 세척하
기 힘든 탓이 컸다. 최근에 유기그릇은 의례용 식기나 건강한
삶에 적합한 식기로 재조명되며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 국립민속 박물관, 이대재 씨 기증유물

식사와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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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밥을 식히는 판

파비카오Phavee Khao

파비카오는 찰밥을 밥통에 넣기 전에 식히기 위해 사용하는 나

찰밥을 식히는 판

무판이다. 지금은 이런 나무판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과거 대
부분의 라오스 가정에서는 식사 전에 찰밥을 식히고 개인의 밥

재료:

단단한 나무

소장처: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비엔티안,
라오스 국립박물관

그릇에 나눠주기 위해 사용했다.
파비카오는 티크(Teak) 나무 같은 단단한 나무로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진다. 요즘은 목재의 가격
이 비싸고, 적합한 목재를 구하기도 어려워 파비카오의 사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희귀성이 높아져 골동품 가게에서 팔리
기도 한다.

식사와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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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밥 바구니

엡카오니아우Aep Khao Niow

엡카오니아우는 조리된 찰밥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한다. 찰밥

찰밥 바구니

은 라오스 사람들의 주식으로, 보통 이 찰밥 바구니에 찐 밥을
따뜻하게 보관한다. 이 바구니는 관습적으로 사원의 수도승에

재료:

등나무, 대나무, 끈

소장처: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비엔티안,
라오스 국립박물관

게 공물을 공양하는 데도 사용된다.
엡카오니아우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14세기 라오란상(Lao
Lan Xang) 왕국이 수립된 이후, 사람들은 주식으로 찰벼를 재
배해왔는데, 찰밥 바구니는 그 당시부터 사람들이 찰밥을 나
르고 보관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람들은 찰밥
을 수프, 고기, 생선, 혹은 허브와 다진 고기를 섞은 샐러드인
리아프(Laap)등 다양한 요리에 소스를 곁들여 함께 먹는다.

식사와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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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이까라스 떡살

아추안꾸이까라스Acuan

아추안꾸이까라스는 꾸이까라스(Kuih Karas) 라고 불리는 말

Kuih Karas

레이시아 북부 지방의 전통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떡살이

꾸이까라스 떡살

다. 꾸이까라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쌀가루, 설탕, 물을 부
드럽고 두껍게 반죽해, 뜨거운 기름에 옮긴 후, 아추안꾸이까

재료:

코코넛 껍데기, 나무

라스를 사용해 얇은 팬케이크 모양으로 둥글게 펼치고 바삭하

소장처:

말레이시아

게 익힌다. 잘 익은 꾸이까라스는 식어서 굳기 전에 반으로 접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박물관청

어서 먹는다.
과거에 꾸이까라스는 이드알피트루(Eidul-Fitri) 같은 축제에
서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작은 가게나 대형 상점 안의
다과점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자,
꾸이까라스를 만드는 현대식 기계가 개발되어, 전통적인 조리
방식을 대체하게 되었다.

식사와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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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도구

성깔란Sengkalan

과거에 성깔란은 약재를 만드는 도구로 사용됐다. 성깔란 위

의료도구

에 나뭇잎과 향신료를 올려놓고 코코넛 껍데기를 이용해 잘게
갈아 약재를 만들었는데, 코코넛 껍데기 끝을 밧줄로 묶어 사

재료:

소장처:

니아토 나무, 코코넛

용했다. 성깔란과 코코넛 껍데기의 역할은 중국 전통의학의 절

껍데기, 밧줄

구와 절굿공이의 기능과 흡사하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박물관청

성깔란은 말레이 반도 동부 해안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데,
태국의 파타니 지역에 거주하는 말레이족의 영향을 받은 조각
품들을 붙여 아름답게 장식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통
방식으로 약재를 만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요즘
에는 성깔란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식사와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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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thenware
나무 절구와 나무 절굿공이

루송과 팜바요Lusong &

절구와 절굿공이로 구성된 필리핀 전통 도구로, 쌀과 뿌리 작물

Pambayo (필리핀어)
루훙과 품북복Luhung &
Pumbukbok (이푸가오어)
나무 절구와 나무 절굿공이

을 찧는 데 사용한다. 필리핀 이푸가오족은 말린 벼를 절굿공이

재료:

나무

필리핀 아브라 지역의 팅귀안족은 특정 의식에서 징소리 장단에

소장처:

필리핀 마닐라,

맞추어 쌀을 빻기도 한다. 약혼식이나 장례식의 경우에는 절구

필리핀 국립박물관

로 빻는 것으로 쌀 가공을 시작한다. 빻아서 분리된 벼 이삭을
절구로 옮겨 벼 껍질을 분리하고, 이렇게 분리된 낱알을 다시 키
질하여 껍질과 쭉정이를 제거한다.

를 뒤집어 신에게 술과 공물을 바치는 용도로 사용된다. 필리핀
팔라완 섬의 타그반와족은 이렇게 뒤집힌 절구를 받침, 의자, 도
마 등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절구는 필리핀 문화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필리핀 코르디예
라 지역 사람들은 절구의 형상을 이나슨(Inalson)이라는 직물의
디자인에 쓰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종교의식에서 어깨에 걸치거
나 죽은 사람을 감싸는 데 주로 사용된다.

식사와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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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병 틀

앙꾸꾸에Ang Ku Kueh

나무로 만들어진 이 틀은 앙꾸꾸에라고 불리는 월병을 만들 때

월병 틀

사용한다. 차진 쌀가루 안에 달콤한 소스를 채워서 둥근 모양
이나 타원 형태로 만들고, 틀에 찍어 거북 껍질 모양을 낸다.

재료:

나무

소장처:

싱가포르,
페라나칸 박물관

틀로 모양을 낸 월병 반죽은 바나나 잎에 넣고 쪄내는데, 월병
의 색은 주로 붉은색이다. 이는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
문인데, 붉은색은 중국에서 상서로운 색이며 재운과 번영을 상
징한다.
앙꾸꾸에는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사용되는 페라나칸 크
레올의 일종인 바바 말레이어(Baba Malay)로 ‘붉은 거북 월
병’을 의미한다. 꾸에(Kueh)는 월병을 의미하는데, 음력설이나
출산과 같은 경사스러운 날에 주로 먹는다. 거북 모양으로 만
드는 이유는 중국 문화에서 거북은 장수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 음식을 먹으면 오래 산다고 믿었다.

식사와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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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통

띵캇Tingkat

말레이어로 띵캇이라고 불리는 삼단 도시락통은 일꾼들이 점심

도시락통

을 챙기거나 손님에게 음식을 배달할 때 사용한다. 얇은 철제
손잡이로 통을 잠그는 구조로 음식을 나르기 편하게 만들어져

재료:

소장처:

페인트, 에나멜을 입힌

있다. 과거 식민시기에 영국인들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페낭

금속(주석, 철)

지역 등지에 인도에서 사용되던 도시락통을 들여왔고, 현대에

싱가포르,
페라나칸 박물관

사용되는 띵캇의 모양은 이와 흡사하다.
에나멜을 입힌 띵캇은 녹색 바탕에 나비와 꽃으로 장식되어있
다. 에나멜은 분말 형태의 유리로, 금속, 자기, 유리 등에 붙이
고 높은 온도에 구워서 사용한다.

식사와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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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절구와 돌절굿공이

바뚜레숭Batu Lesung

바뚜레숭은 페라나칸 요리에 필요한 향신료와 소스를 만들 때

돌절구와 돌절굿공이

사용한다. 주로 화강암으로 만드는데, 사각형 모양의 절구와
막대기 모양의 절굿공이로 구성된다. 바뚜레숭은 쿠쿠이나무

재료:

화강암

열매부터 레몬그라스까지 다양한 재료를 작게 으깨는 데 사용

소장처:

싱가포르,

되어, 향이 잘 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페라나칸 박물관

싱가포르에서는 전통적으로 결혼 전 예비 며느리가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바뚜레숭을 사
용해 절구질하는 소리를 듣고 요리 솜씨를 가늠할 수 있었다
고 한다.

식사와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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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입 항아리

하이콥파크송찬Hai Kob Pak

옹기의 일종인 하이(Hai)는 메콩 강 유역의 타이-라오어군에

Song Chan
쌍둥이 입 항아리

속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된다. 하이는 물이
나 음식, 특히 플라디엑(Pla Daek)이라고 불리는 발효시킨 생
선을 저장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플라디엑은 태국 향토 요리

재료:

흙

수집처:

태국 농카이 주,
반폰복 지역

에 독특한 향을 더하는 보존식품이다.
하이는 반폰복 주민들의 주요 수입원이다. 옹기장이들은 논이
나 농장에서 일할 때를 제외하고는 일 년 내내 하이를 제작한
다. 이들은 일 년 주기로 타오(Tao)라고 부르는 가마의 수호신
에게 경의를 표하는 전통의례인 와이타오(Wai Tao)를 진행한
다. 연중과 연말에 각각 한 번씩 치러져야만 한다. 와이타오를
할 때에는 소량의 쌀, 꽃, 향, 초 등을 포함한 제물을 가마의
입구 혹은 가마의 뒷부분에 놓는다.

식사와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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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 코코넛 강판

크라타이쿠트마프라오Ka

크라타이쿠트마프라오는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코코넛을

Tai Khut Ma Phrao

갈 때 사용하는 강판이다. 강판에 간 코코넛은 카레, 후식, 음

토끼 코코넛 강판

료 등을 만드는 재료로 쓰인다. 이 강판은 태국 전역에서 사용
되지만, 명칭은 지역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남부에서는 ‘레

재료:

나무, 금속

익쿠트(Lek Khut)’ 혹은 ‘레프쿠트(Lep Khut)’라고 불리지만

소장처:

태국 핏사눌룩 주,

북부에서는 이를 ‘메우쿠트(Maew Khut)’라고 부른다.

Sergeant Thawee 민
속박물관

태국에서 코코넛 강판은 고양이, 강아지, 새, 도마뱀, 혹은 사
람과 같이 다양한 형상으로 만들어진다. 다양한 모양에도 불
구하고, 토끼 모양 코코넛 강판이라고 불리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강판의 철제 날이 토끼 이빨처럼 보이
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몸통이 토끼의 형태를 하고 있어서
이다. 철이 보편화되기 이전에 사람들은 코코넛 껍데기나 대나
무 조각으로 만든 숟가락을 강판 대신으로 사용했고, 철이 널
리 보급되고 나서야 강판의 칼날을 만들 수 있었다.

식사와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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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 접시

멈검Mâm Cơm

베트남 추트족은 찰밥을 펼쳐 말리거나, 상을 차리고, 고기 요

운반 접시

리를 내놓는 데 멈검을 주로 사용한다. 식사시간이 되면 가족
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멈검 주위에 둘러앉는데, 가족 구성원이

재료:

대나무, 등나무

많을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로 나눠 앉는다. 식사 후에는 멈검

소장처:

베트남 하노이,

을 씻어 집의 벽이나 기둥에 걸어둔다.

베트남 민족학박물관

멈검은 주로 대나무로 만드는데, 상부와 하부 두 부분으로 구
성된다. 상부는 다시 두 층으로 나뉘어서, 위층은 대나무를 세
겹으로 짜서 깔때기 모양으로 만들고, 등나무로 테두리를 만든
다. 아래층은 네 개의 대나무 조각을 연결하여 사각형으로 만
든다. 하부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데, 약 15cm 높이의 받침은
상부의 위층과 아래층의 등나무 테두리를 고정하는 역할을 한
다. 전통적으로 가족 중 남성이 멈검을 만들고, 흰개미를 피하
기 위해 주로 부엌 아궁이 위에 걸어둔다. 아궁이의 연기와 그
을음으로 멈검은 점차 흑갈색을 띄게 된다.

식사와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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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밥 찜기

닝도소이Ninh Đồ Xôi

닝도소이는 검은 광택이 나는 청동 찜통으로 찰밥, 채소 등의

찰밥 찜기

음식을 조리하고, 베트남 전통 술을 증류할 때 사용한다. 베
트남의 소수민족인 타이족(Thái) 사람들은 주로 비엣족(Việt)

재료:

청동

사람들에게서 이 찰밥 찜기를 구매해 사용한다. 찰밥을 조리

소장처:

베트남 하노이,

하기 위해서는 이 찜통에 물을 붓고 찰밥을 찜통 위에 얹은

베트남 민족학박물관

뒤 불로 조리한다. 오늘날까지도 찜통은 타이족(Thái), 므엉
족(Mường), 따이족(Tày), 프루반키에우족(Bru-Vân Kiều)과
같은 여러 베트남 민족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닝도소이는 원통형의 넓은 바닥과 깔때기 모양의 입으로 구성
되어 있고, 목이 길고 허리가 좁은 형태를 하고 있다. 전통술을
빚을 때 물의 밀도를 압축하여 알코올을 증류하는 도구로 사
용되기도 하며, 타이족 사람들은 이 찜통을 청동이 아니라 옹
기로 만들어 쓰기도 한다. 가족의 부를 보여주는 재산의 하나
로 인식되기 때문에, 타이족 사람들에게 이 찜통은 매우 중요
하다. 또 그들에게 있어서 이 찜통은 실용적인 조리 도구일 뿐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다. 전통 중 하나로, 타이
족은 이사할 때 한 집안의 가장이 닝도소이를 들고 새로운 집
에 들어가는 관습이 있다고 한다.

식사와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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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의상

바주쿠롱Baju Kurung (브루나

바주쿠롱은 브루나이의 말레이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입는 일상

이 말레이어, 케다얀어)

복이다. 몸에 달라붙지 않는 넉넉한 스타일로 치마와 상의로 나

전통의상

뉜다. 상의는 긴 소매에 옷깃이 없는 형태이다. 치마는 발목까
지 닿는 긴 천으로 만든다. 바주쿠롱은 비단 같은 고급 천으로

재료:

천, 실, 호크

만드는데 색상이 화려하며 아름다운 꽃이나 기하학적 무늬로

소장처:

브루나이

장식되어 있다. 여성들은 투둥(Tudung)이라 불리는 긴 두건과

반다르스리브가완,
브루나이 국립박물관

함께 바주쿠룽을 착용한다.
동여맨 옷이라는 뜻인 바주쿠롱은 브루나이에서 겸손함을 상
징한다. 여성들이 공공장소에 나갈 때 입는 적합한 옷으로 간
주된다. 남성용 옷은 바주 멜라위(Baju Melayu)라 부르는데
‘말레이 옷’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오늘날 바주쿠롱은 주로
여학생들의 교복으로 이용된다. 또한, 정부 공무원의 제복이기
도 하다.

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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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직물

신장Sinjang

신장 또는 카인 삼핑(Kain Samping)으로 불리는 이 직물은 아

전통 직물

름다운 꽃이나 상징적인 문양을 직조해 만든 전통 수제천이다.
바주 멜라위(Baju Melayu)라 불리는 전통 말레이 남성 의복

재료:

직물, 실

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남성들은 천을 허리에 둘러 입는다. 카

소장처:

브루나이

인 베르타부르(별 문양), 카인 종사라트(승객으로 가득 찬 보

반다르스리브가완,
말레이 기술박물관

트 문양), 카인 실루방 방시라(플루트의 구멍 문양)과 카인 리
푸탄 마두 (꿀로 덮은 문양) 등이 신장의 가장 인기 있는 문양
들이다.
남성들은 결혼식이나 공식 국가 행사, 모스크에서의 금요일 예
배 등과 같은 공공의식에서 신장을 입는데, 결혼식에서는 신
부가 신장을 신랑에게 선물한다. 신장을 접는 행동은 메나피
(Menapih) 신장이나, 타피(Tapih) 신장이라고 하며, 타피 텡
아(가운데 접기), 타피 붕아(꽃 모양 접기), 타피 다운(잎 모양
접기)과 같은 특정한 접는 방식이 있다.

의복

32

전통 모자

송콕Songkok

송콕 또는 코피아(Kopiah)로 불리는 남성용 말레이 모자는, 검

전통 모자

은색의 면 혹은 벨벳 천으로 만든다. 긴 바지나 신장(Sinjang)
과 함께 셔츠를 입고, 송콕을 쓰면 바주 멜라위(Baju melayu)

재료:

종이, 실, 벨벳

소장처: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
말레이 기술박물관

로 불리는 말레이 의상의 한 벌이 된다.
말레이 남성들은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같은 공공의식에 참여
할 때 송콕을 써야 하고, 무슬림 남성들은 기도하러 갈 때 쓰기
도 한다. 학생들 역시 교복의 일부로서 송콕을 써야 한다. 브루
나이 왕실의 중요한 왕족 특히 술탄이 사망한 경우 송콕을 착
용하는 사람은 조의를 표하기 위해 반드시 흰색 천으로 송콕의
바깥 부분을 둘러야 한다.

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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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프

크라마Krama

캄보디아의 크라마 스카프는 용도가 다양하다. 햇빛으로부터

스카프

머리를 보호하고, 강에서 목욕할 때, 어린아이를 안고 다닐 때,
누군가를 공식적으로 만날 때 목을 감싸는 데 사용한다. 크라

재료:

면

마 스카프는 모자, 수건, 치마, 가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수집처:

캄보디아 프놈펜,

처럼 다양한 용도는 이 스카프가 빨리 마르고, 내구성이 좋고,

개인소장

가볍기 때문이다.
불교 전통에 따르면 이 스카프는 프레바쓰훈틴(Preah Bath
Hun Tean) 재임 기간인 1세기부터 사용되어 왔고, 이후 크메
르 왕국의 상징이 되었다. 크메르루즈 정권 (1975-1979)은 이
스카프를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착용하도록 의무화시켰고, 이
를 통해 특정 지역 사람들을 구분했다고 한다. 지역마다 고유
한 색상 조합을 지정했는데 예를 들면 동부 지역은 청색과 백
색의 체크무늬 스카프를 지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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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치마

삼포트홀Sampot Hol

삼포트홀은 수려한 크메르 전통 치마로, 삼포트는 ‘두르는 치

비단 치마

마’라는 뜻이 있고, 홀은 이카트(Ikat) 직조 기법으로 만들어
낸 문양의 유형을 뜻하며, 이 무늬는 다른 옷들과 구별되게 한

재료:

비단

다. 비단 천을 만들고 섬세한 문양을 얻기 위해서는 정교한 이

수집처:

캄보디아 타케오 주,

카트 직조 기술이 필요하다. 삼포트홀은 여성들이 축제에 참여

삼롱 지역, 개인소장

할 때 입는데 고급 천과 문양은 옷을 입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
를 보여주는 상징과 같다.
캄보디아에서 비단을 사용한 것은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
라간다. 중국의 사신인 조우따관(Zhou Daguan)은 인드라바
르만(Indravarman) 3세의 재위기간 중인 1296년 8월에 앙코
르를 방문하여, 이듬해 7월까지 머물렀는데, 앙코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통찰력 있는 기록을 남겼다. 예를 들어, 여자
아이가 성인식을 할 때 부모는 아이의 성인식을 주관하는 승려
에게 비단 선물을 바쳐야 했다. 만일 부모가 비단 선물을 바치
지 않으면 그 여자아이는 평생 시집을 못 가거나, 승려의 소유
가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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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

카인이카트Kain Ikat

인도네시아 동부의 누사텡가라 주 숨바 지역에서 생산된 이카

직물

트 옷감이다. 주로 여성들이 어깨를 덮는 숄로 착용하는데, 두
건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목을 감싸는 방식으로도 착용할 수

재료:

면, 합성염료

있다. 오래전에는 일상복의 하나로 간주되어서, 친척들 간 전통

소장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의상을 교환할 때 포함되기도 했다. 이 천의 무늬는 숨바 지역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

의 전통 직조 기술인 이카트(Ikat) 직조 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이카트는 숨바 사람들의 자긍심의 원천이다. 옷감을 짜기 전에
실을 부분적으로 염색해, 직조된 천에 문양을 만들어 내는 기
술로, 말, 새우, 닭, 원숭이 등과 같은 동물을 주로 묘사한다.

옷감을 짜는 것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이었다. 보통 여가시간
에 옷감을 짜는데, 여자아이들은 다섯 살 전후가 되면 어머니나
할머니로부터 옷감 짜는 법을 배운다. 아이들은 어머니를 도와
뒤뜰에 목화를 심고, 실을 잣고, 염색하며 마침내 아름다운 천
을 짜낸다. 베틀은 주로 현관에 놓이거나, 전통 가옥의 기둥 사
이에 놓인다. 천을 짜는 동안 개나 돼지의 가축이 주위를 돌아
다니거나 옆에서 잠을 자기도 한다.
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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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스라웅Seraung

스라웅은 인도네시아 동부 칼리만탄 주에 위치한 무아라 라

모자

산 지역에서 만들어졌다. 이 모자는 남녀노소 모두 햇빛을 가
리기 위해 쓰는데, 주로 농사를 지으러 나갈 때나 강에 고기

재료:

야자 잎, 구슬, 면사

를 잡으러 나갈 때 사용한다. 지리적으로 동 칼리만탄은 정확

소장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히 적도에 자리 잡고 있어, 일 년 내내 햇살이 눈 부시기 때문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

에 챙이 넓은 스라웅이 머리를 뜨거운 햇살로부터 보호해주
는 역할을 한다.
햇빛 가리개용 모자는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사용되나, 스라웅
은 특유의 아름다운 장식으로 다른 모자들과 구별된다. 옛날
동 칼리만탄 지역 여성들은 누구나 스라웅을 만들 수 있었지
만, 요즘에는 전통 시장에서나 볼 수 있다.
스라웅은 대부분 선, 대각선, 꽃 그리고 나비와 같은 무늬를
자수로 장식하는데, 귀족들은 구슬을 사용해서 더 아름답게
만들기도 한다. 여성들은 아름답게 장식된 스라웅을 쓸수록
더 행복하고 자부심을 느낀다. 초록빛 논에서 여성들이 색색의
스라웅을 쓰고 일하면 녹색과 대비되어 장관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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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녀

비녀

비녀는 한국의 전통 머리핀 장신구이다. 긴 몸통의 끝에 용머리
장식이 달려있어, 용잠으로 불린다. 사진의 비녀는 여성의 긴 머
리, 특히 가체를 고정하는 데 사용되고, 의례에서의 예복용 의

재료:

은, 동합금, 나무

소장처:

한국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상과 머리 모양에 맞게 몸통이 길다.
특히, 용머리 부분의 장식된 용두는 금도금이 되어 있고, 용의
눈, 입, 귀 부분은 붉은색 안료가 채워져 있다. 비녀에는 잠과
체 두 가지 유형이 있는 데, 잠은 몸통 길이가 길고 체는 영어의
‘n’ 자 모양이다. 비녀의 기원은 고조선 시대까지 올라가나 현
대 한국사회에서는 명절이나 의례에서 한복과 함께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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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주머니

복주머니

여성용 복주머니이다. 복주머니는 주머니가 없는 한복에서 주
머니 역할을 한다. 설날 한복을 차려입은 여자아이들은 세뱃돈

재료:

비단, 사직

을 보관하는 주머니로 복주머니를 이용한다. 모양은 밑이 둥글

소장처:

한국 서울,

고 몸통에는 자수로 장수, 복, 부유함과 귀함을 뜻하는 한자성

국립민속박물관

어인 수복부귀(壽福富貴)등의 글자를 수놓는다.
이 주머니는 앞면에 수복(壽福)을 수놓았고 뒷면은 꽃과 나비
문양을 수놓았다. 보통 이 주머니는 한복에 착용하나 현대 한
국 사회에서는 선물 주머니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초콜
릿, 사탕, 보석 등 작은 크기의 선물을 포장하는 데 복주머니
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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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두루마기

까치두루마기

여자아이를 위한 겉옷이다. 기본 형태는 전통 한복의 보통 두
루마기와 유사하나 각 부분에 오방색(홍색, 청색, 황색, 백색,

재료:

비단, 방모직물

흑색)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오방색은 음양오행론에서 목

소장처:

한국 서울,

(木), 화(火), 토(土), 금(金), 수(水)의 오행을 상징한다. 음양

국립민속박물관

오행설에 따라 오방색을 사용한 이 옷으로 액을 막고 복과 장
수를 기원하는 것이다.
까치두루마기라는 이름이 상징하듯이, 이 옷은 한 해의 마지막
날 까치설날에 입는 옷이었다. 까치가 설 전날 새해의 좋은 소
식을 전해준다는 믿음에 기인한 이름이다. 오늘날 이 옷은 여
자아이의 돌잔치 옷으로 많이 쓰인다. 아이의 장수와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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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전통 치마

파신Pha Sin

파신은 라오스의 전통 치마로, 라오스 문화와 풍습에 필수적

전통 치마

요소이다. 파신은 여성들이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학교에 갈
때, 혹은 사찰이나 공식적인 모임에 나갈 때 주로 입는다. 형태

재료:

비단

는 매우 다양한데, 특별한 행사에 입고 나가는 비단 재질의 고

소장처:

라오인민민주공화국

급품도 있고, 소녀들이 학교에 갈 때 입는 단순한 형태도 있다.

비엔티안,
라오스 국립박물관

파신의 문양이 중요한 이유는 신화와 전설을 표현하기 때문으
로, 지역에 따라 문양이 다르다. 파신은 모두 수제로 만들기
때문에 라오스 여성들은 자신의 파신 품질에 큰 자부심을 느낀
다. 세계 어디를 가도, 여성들은 파신을 자주 입기 때문에 라오
스 여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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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클

픈딩Pending

픈딩은 말레이 남성이나 여성들이 사용하는 장식품으로 주로

버클

허리띠와 함께 착용한다. 사진의 픈딩은 켈란탄 왕족 남성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것으로, 표면에는 연꽃 모양으로 세공하

재료:

순금

소장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립 직물박물관

고, 금 줄 문양을 넣었다.
삼핑(Samping)이라는 전통의상과 바주 시캅(Baju Sikap)과
함께 착용한다. 보통 보석으로 장식된 픈딩은 여성용이며, 남
성용은 일반적으로 보석장식이 없다. 켈란탄 지역의 여성은 대
개 사롱(Sarong) 형식의 옷에 픈딩을 착용한다.

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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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

카인리마르베르송켓Kain

카인리마르베르송켓은 주로 말레이 여성들이 사롱(Sarong)으

Limar Bersongket

로 사용하는데, 일부 여성들은 머리쓰개로 이용하기도 한다.

직물

전통적으로 송켓은 공식 의례에 참석할 때 착용했는데, 오늘날
에는 결혼식의 신부 옷이나 공연, 혹은 공식 의례에서 사용한

재료:

견사, 금사

다. 원하는 문양이나 디자인에 따라 다르지만 송켓을 짜는 데

소장처:

말레이시아

는 보통 한 달 정도 걸린다.

쿠알라룸푸르,
국립 직물박물관

송켓은 화려함이나 그 정교한 디자인으로 호화로움과 위엄을
상징하며, 옛날에는 말레이 왕족, 특히 술탄이나 왕들만이 송
켓을 입을 수 있었다고 한다. 켈란탄과 테렝가누 지역이 송켓
의 주요 생산지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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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

수크라이Suklay (필리핀어)
수드라이Sudlai (하누누-망얀

수크라이는 머리를 빗거나 머리 장식 용으로 사용하는 초승

어)

다. 필리핀은 민족집단마다 상이한 형태의 빗을 갖고 있는데,

빗

남서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마 족은 여성의 무덤에 묘비인 순

달 모양의 나무 빗으로 필리핀 남부 민도로 지역에서 만들어졌

둑(Sunduk)을 세울 때, 머리 부분에 거꾸로 뒤집힌 빗 문양을
재료:

나무

넣는다. 남서지역의 다른 지역에서 초승달 문양의 결혼 깃발은

소장처:

필리핀 마닐라,

신부를 상징한다.

필리핀 국립박물관

수크라이와 목걸이는 나무 절구와 나무 절굿공이와 함께 달
과 별의 기원을 설명하는 유명한 필리핀 신화의 한 부분을 차
지한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하늘은 겨우 머리 위로 팔을 뻗치
면 닿을 정도였다. 어느 날 엄마가 딸아이에게 쌀을 빻게 시켰
다. 일을 시작하기 전 딸아이는 머리에 꽂아 놓은 빗과 목에 걸
었던 목걸이를 하늘에 매달아 놓았다. 일을 일찍 마치기 위해
딸아이는 열심히 절구질을 했는데, 자신이 절굿공이로 하늘을
올려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절굿공이를 높이 들어 올리며
빻았고, 하늘은 빗과 목걸이와 함께 높이 올라가 버렸다. 빗은
달이 되었고 목걸이는 흩어져서 별이 되었다.’
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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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옷

케바야Kebaya

케바야는 긴 소매와 짧은 옷깃이 있는 개방형 웃옷이다. 길이는

웃옷

입는 사람에 맞춰서 다양하게 만드는데, 사진의 케바야는 짧은
형태이다. 여성들은 종종 케로상(Kerosang)이라고 부르는 브

재료:

면

로치 3개가 체인으로 연결된 장식으로 웃옷을 여민다. 이 케바

소장처:

싱가포르,

야는 백색의 반투명 코튼보일로 만들어졌고 자수로 장식했다.

페라나칸 박물관

보통 반투명 케바야는 속에 옷을 받쳐서 입는다.
중국계 페라나칸 사람들은 동인도 지역에서 유럽사람들이 입던
양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 그들은 케바야에 자신들의 미적
감각을 담아 1920년대에 와서는 그들만의 고유한 페라나칸 양
식을 만들어 냈다.

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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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굽의 구슬 슬리퍼

카수트마네크Kasut Manek

카수트마네크는 구슬 장식을 한 슬리퍼로 유럽에서 수입한 유

(바바 말레이어)
높은 굽의 구슬 슬리퍼

리구슬을 니오니야스(Nyonyas)라고 불리던 중국계 페라나칸
여성들이 꿴 다음, 꿰어진 구슬 상판을 제화 기술자에게 보내
만든다. 세련되고 복잡한 디자인의 경우는 고도로 숙련된 니오

재료:

유리구슬, 가죽

소장처:

싱가포르,
싱가포르 국립박물관

니야스에게 수수료를 주고 작업을 맡기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바느질과 요리 솜씨는 예비 며느리에게 기대하는
가장 높은 덕목이었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니오
니야스들은 바느질과 요리를 우선으로 배웠다.

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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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

사롱Sarong

사롱은 허리에 치마처럼 두르는 긴 천으로 때로는 원통형으로

치마

바느질해 만들기도 한다. 이 사롱은 부채, 꽃, 우산, 도형 등의
문양을 배열하고 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만

재료:

면 바틱(Batik)

든 바틱은 때로 바틱 벨란다(Batik Belanda)라고 부르는데, ‘

소장처:

싱가포르,

네덜란드 바틱’이라는 의미이다.

페라나칸 박물관

바틱의 제작자들은 인도 바틱 전통의 기술과 문양에서 많은 영
감과 영향을 받았다. 특히 자바 지역의 바틱 제작자들은 인도
의 전통문양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전통 예술에 기반을 둔 디
자인을 사용하여 장식했고, 나아가 서구인이 들여온 식민 문화
도 흡수했다. 바틱은 주로 중국, 아랍, 자바, 그리고 유라시아
지역 제작자들에 의해 생산되었다.

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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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직물

프레와Phrae Wa

프레와는 태국 여성들이 전통의상과 함께 어깨나 머리에 두르

전통 직물

는 천을 말한다. 일상생활에서는 단순한 문양의 프레와를 사
용하고, 보다 복합적인 문양이 들어간 프레와는 중요한 행사

재료:

견사

나 축제 같은 때에 입는다. 요즘에는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수

수집처:

태국 칼리신 주,

요에 맞춰 현대 의상에 어울리도록 새로운 문양을 만들고, 크

반폰 지역

기도 커지고 있다.
프레와는 칼라신 주의 반폰에 거주하는 푸타이(Phu Tai)족 사
람들이 200년 전부터 만들어 온 지역의 수제 공예품이다. 프
레와 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천을 짜는 사람이 문양을 넣기
위해 날실을 손가락으로 집어 올린다는 것이다. 파사에(Pha
Saew)는 이 방식으로 세대를 통해 전해 내려오는 수많은 전
통 문양을 짠 대표적인 직물이다. 그러나 요즘 프레와를 짜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양을 새로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개인
의 창의성이나 목적에 따라 크기나 수량이 다양한 프레와 패
턴이 만들어진다.

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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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걸이

타카오Takhao

태국의 수린 지역 사람들은 귀걸이를 타카오라고 부르는데 이

귀걸이

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보석을 말한다. 지역 주민들은 조상들
이 만든 타카오는 성스러우며 행운을 가져오는 보석이라고 믿

재료:

은

는다. 주로 의식이나 축제, 잔치와 같은 특별한 행사에 장신구

수집처:

태국 수린,

로 착용하는데, 행운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타

반 촉 지역

카오의 모양이나 이름은 지역에서 자라는 꽃과 자연의 형상에
서 유래했다. 타카오는 귀걸이 침을 뒷면에 부착하여 착용 시
귓불을 통과할 수 있게 만든다. 요즘에는 많은 은세공기술자
가 새로운 모양의 타카오를 만들어 내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
서, 작은 은세공 조각을 더해 보다 더 화려하게 보이도록 하는
등 다양한 타카오가 만들어지고 있다.
타카오는 270여 년 전에 기원한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 프놈
펜에서 내전을 피해 태국 수린 지역으로 이주해 온 크메르 이
주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반 촉 지역 주민
들 대부분은 이 크메르 이주민의 후손이다. 프놈펜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 중 금은 장식물을 만드는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사
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지도자이자 금 세공장인이었던 쿤 시나
린(Khun Sinarin)이 지역 주민들에게 금은 세공 기술을 전파
하였다. 오늘날 반 촉 마을의 은 제품은 지방정부에 의해 홍보
되고 있고, 은세공 과정을 직접 보려는 관광객들을 마을로 끌
어들이고 있다.

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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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의상

아오자이Áo Dài

아오자이는 베트남 문화의 상징과 같은 전통의상이다. 과거 아

전통 의상

오자이는 남녀 모두가 입는 옷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여성들이
주로 입는다. 아오자이는 패션쇼나 국경일, 음력설과 같은 특

재료:

비단

별한 행사에 입기도 하고 교복이나 직장 근무복으로도 이용된

소장처:

베트남 하노이,

다. 색상이나 옷깃 모양에서는 많은 변형이 있으나 형태는 원형

베트남 민족학박물관

에 가까운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 아오자이의 길이는 무릎이나
발목까지 이르며 속에 입는 바지 길이는 발목까지 이른다. 베
트남 학생들은 흰색이나 보라색 아오자이를 교복으로 입는다.
18세기 중반의 응구엔 푹 코아트(Nguyễn Phúc Khoát) 왕은
아오자이를 현대적 형태로 창안하고 발전시킨 사람으로 알려
져 있는데, 그가 창안한 아오자이는 정중함과 아름다운 매력
을 모두 갖춘 독특한 디자인으로 평가된다. 아오자이는 입는
사람의 몸에 꼭 맞추어 제작되기 때문에 오직 본인 한 사람만
이 입을 수 있다. 보통 여성용의 경우 여성성을 더하기 위해 비
단으로 만든다. 아오자이는 원뿔형 모자인 농라(nón lá)나 원
형의 머리 스카프인 칸동(khăn đóng)과 함께 입는다. 아오자
이를 농라와 같이 입는 것은 약간 형식적이어서 결혼식이나 축
제 등 공식 행사에서는 칸동을 선호한다.

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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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뿔형 모자

농라Nón Lá

농라는 비와 햇빛을 피하기 위해 사용되며 머리에 고정할 수

원뿔형 모자

있도록 턱 아래 묶는 비단 끈이 달려있다. 머리에 쓰는 용도
이외에도 물건이나 물을 담는 데 사용하거나 부채로도 사용

재료:

대나무, 야자 잎

하는 등 다양하게 사용된다. 여성들은 농라를 몸가짐이나 옷

소장처:

베트남 하노이,

맵시를 꾸미는 용도로도 착용한다. 농라는 아주 오래전부터

베트남 민족학박물관

민요나 시에 반영됐고 베트남 문화의 상징으로 간주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모자의 틀은 대나무 조각으로 만드는데, 하나의 중심에서 원
뿔 모양으로 펼쳐 틀을 형성하고 야자 잎을 여러 층으로 덮어
모자를 만든다. 야자 잎은 면이나 폴리에스터 실로 바느질해
서 틀에 고정한다. 모자의 안쪽은 꽃, 나뭇잎, 새 같은 모양으
로 장식되기도 하며, 턱에 묶는 끈은 색을 물들인 비단으로 만
든다. 베트남 후에(Huế), 쾅빈(Quảng Bình), 응에안(Nghệ
An), 반딘(Bình Định) 등의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유형의 농
라가 만들어진다.

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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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덮개

틴둘랑Tindulang

틴둘랑은 쟁반 덮개라는 뜻의 ‘투동 둘랑’(Tudong Dulang)

음식 덮개

에서 유래된 용어로, 형형색색의 무늬를 넣은 음식 덮개를 말한
다. 염색한 판단(Pandan)이나 니빠(Nipah) 잎으로 만드는데,

재료:

야자 잎, 등나무, 물감

문양이 아름다워 말레이 문화권에서는 사람들의 결혼식 선물

소장처:

브루나이

이나 장식에 사용된다. 틴둘랑은 최근 여성 무용수에 의해 아

반다르스리브가완,
말레이 기술박물관

름다운 안무 소품으로도 사용되었다.
브루나이 여성 중에서도 솜씨가 매우 좋은 사람들만이 틴둘랑
을 손으로 직접 짠다. 잎을 끓인 후 다시 한 번 쪄서 말린 후 염
색을 하므로, 이 작업은 보기보다 쉽지 않다. 오늘날 틴둘랑은
노점상에서 장식용 수공예품으로 팔리고 있다.

가정

53

베텔통

헤브Heb

헤브는 베텔 잎을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통으로, 통

베텔통

의 뚜껑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가장 큰 칸에는 베텔 잎을,
나머지 칸들에는 라임, 빈랑자, 말린 담뱃잎을 보관할 수 있다.

재료:

수집처:

케이폭나무, 코나무,

헤브의 몸통 부분에는 일반적으로 잎이나 다른 재료를 넣는다.

야자나무 줄기, 송염

요즘에는 베텔 잎을 담는 통의 용도로 쓰이기보다, 관광기념품

캄보디아 시엠립 주,
담덱 지역, 개인소장

으로 더 많이 팔린다.
헤브는 미적으로도 뛰어나고, 활용도 역시 높기에, 장인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작되고 있다. 불교도의 결혼식에서도 은으
로 만든 헤브는 양가의 구성원들이 조상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신랑과 신부를 교환한다는 뜻으로 상징적으로 사용된다. 전통
적인 사회적∙ 의례적 생활에서 베텔 잎은 출생, 성인식, 결혼, 죽
음 및 부활과도 관련되어 있다. 특히, 캄보디아 결혼에서 헤브
는 사랑, 계약, 합의의 상징이다.

가정

54

등잔

첨포르Cempor

첨포르는 인도네시아 자바 섬의 반텐 지역에 사는 바두이 사람

등잔

들이 사용한다. 연료는 전통적으로 코코넛 기름을 사용하며,
바닥 부분의 자기로 만들어진 작은 통 안에 넣어 사용한다. 등

재료:

대나무, 도자기

잔의 심지는 기름에 적신 천 조각을 통 안에 넣어 사용한다. 바

소장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두이 가정에서 등잔은 보통 거실 한가운데 걸어 놓는데, 해가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

지면 불을 밝힌다. 가족들은 등잔불 아래 모여 이야기를 나누
는데, 종종 이웃들이 함께하기도 한다.
바두이 사람들은 조상의 전통을 확고히 유지하고자 하므로, 일
상생활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주변의 자연환경을 유용
하게 활용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구와 장비를 만들기도 하
는데, 지역의 산에서 풍부하게 자라는 대나무를 사용해 만든
첨포르가 좋은 예로, 이 등에 사용되는 코코넛 오일 역시 직접
가공한 것이다. 다만, 등잔 일부가 자기로 만들어졌다는 점은
비록 일부일지언정, 바두이 사람들이 외부의 문화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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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전함

이 나전함은 물건 보관용 상자로 이용되었다. 함의 크기를 고

나전함

려할 때 관복을 보관하였던 상자로, 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것
으로 추정된다. 나전은 조개의 껍데기 조각을 나무의 표면에 붙
재료:

나무, 자개

이거나 끼워 넣는 기법이다. 이 표면을 옻나무에서 추출한 액체

소장처:

한국 서울,

를 붓으로 칠하는 것이 칠기인데, 옻칠은 나무를 보호하고 나

국립민속박물관

무의 표면을 매끄럽게 해준다.
나전 기법은 중국으로부터 도입된 것으로 한국, 일본, 중국, 베
트남 등에서 발전되었다. 한국의 나전 공예는 고려 시대에는 불
교의 영향, 조선 시대에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 독자적인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고려 시대 나전 공예품은 매우 정교한 반면 조
선 시대의 나전 공예품은 사실적이다.
20세기 이전까지 나전칠기는 상류층을 위한 사치품이었다.
1970년대까지 나전칠기 가구는 중산층에서 인기 있는 가구였
으나 점차 사라졌다가 최근에 작은 크기의 나전 용품들이 생활
용품으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가정

56

삼층장

삼층장

이 목가구는 의복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한국은 사계
절이 있어서 계절별로 옷이 다르기에, 계절이 지난 옷을 보관

재료:

소장처:

느티나무, 오동나무,

하는 가구가 필요하다. 의복수납용 가구는 여성의 공간인 안

황동

방에서 사용한다.

한국 서울,
한국문화재재단

이 삼층장은 두 개가 한 쌍으로 사용되는데, 유교적 전통에 따
르면 여성의 공간에 사용되는 가구는 가로가 짝수로 구분되는
칸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삼층장은 세 칸으로 나뉘어 있
어서 둘을 쌍으로 사용하면 짝수인 여섯 칸이 된다.
*양석중 소목(무형문화재 전승자) 작품, 2013년 제 38회 한국전통공예대
전, 대통령상 수상

가정

57

운반용 바구니

카타Kata

카타는 라오스 메콩 강 유역의 볼리캄사이, 캄모우안, 살라반,

운반용 바구니

사반나켓 지역에 사는 다양한 민족들이 사용한다. 보통 여성
들은 이 바구니를 채소나 임산물을 모아 담는 데 사용하지만,

재료:

나무, 등나무, 대나무

집에서는 옷가지를 담아 두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다. 남자

소장처: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들은 경작지에서 집으로 쌀을 운반할 때 바구니를 사용하기

비엔티안,
라오스 국립박물관

도 한다.
전통 연희에서 배우들이 이 바구니를 소품으로 사용하기도 하
는데, 이 바구니를 어깨에 메고 농사, 추수 등 농경 생활과 관
련된 노동요를 부른다.

가정

58

찰밥 찜 바구니

후엣니웅까오Huat Neung

후엣니웅까오는 찰밥을 찌는 데 사용된다. 보통, 밤새 물에

Khao

불린 쌀을 바구니 안에 넣어 쌀이 익을 때까지 찌는데, 보통

찰밥 찜 바구니

20-30분 정도 걸린다. 오늘날에도 라오스 가정에서는 이런 전
통적인 방식으로 찰밥을 조리한다.

재료:

대나무

소장처: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이 찜기는 라오스에서 찰벼를 재배하기 시작할 때부터 사용되

비엔티안,

어 온 전통적인 조리 기구로, 찰밥은 오래전부터 같은 방식으

라오스 국립박물관

가정

로 조리됐다. 찰밥 이외에 다른 음식을 찔 때도 사용한다.

59

우산

깐홈Khanhom

라오스 북부에서 만들어지는 깐홈은 전통우산으로 비와 햇볕

우산

을 피하기 위해 사용한다.

재료:

소장처:

대나무, 종이,

전통우산을 생산하는 업체는 거의 사라졌다가, 다행히 최근

천연 염료, 수지

다시 생겨나고 있다. 우산은 다양한 식물성 염료로 물들인 종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이로 수제작한 뒤, 천연수지를 사용해 방수되도록 만든다.

비엔티안,			
라오스 국립박물관

가정

60

나무 용기

체푸Cepu

체푸는 어부들이 바다에 나갈 때 음식이나 옷을 보관하는 나무

나무 용기

용기다. 잭푸르트나 멀바우(Merbau) 나무로 몸통을 동그랗게
만들고 철사나 등나무를 체푸에 걸어, 뚜껑을 단단히 고정하거

재료:

나무, 등나무, 철사

나 운반하는 데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용기 속에 물이 들어가

소장처:

말레이시아

음식이나 옷이 물에 젖는 일이 없다.

쿠알라룸푸르,
말레이 세계민속박물관

이 나무용기는 예전에 주로 말레이시아 동부 연안의 말레이 어
부들에 의해 사용되었고, 배가 뒤집혔을 때 안전 부표로도 사
용되었다.

가정

61

깔개

바니그Banig (필리핀어)
발루이Baluy (사마어)

판단 잎을 짜서 만든 깔개인 바니그는 주로 침구로 사용되나,

깔개

되기도 한다. 필리핀 남부에서는 기도할 때 사용되기도 하며,

특별한 때에는 대나무나 나무로 된 바닥을 덮는 깔개로 사용
납폐나 선물, 통나무 배 구매 같은 큰 소비행위의 지불 수단으

재료:

판단 잎, 합성염료

로 사용되기도 한다. 새로 짠 깔개는, 쌀, 음식, 베텔을 신에

소장처:

필리핀 마닐라,

게 공양하는 의식에 사용되고, 오래된 깔개는 코코넛이나 카

필리핀 국립박물관

카오를 말리는 데 사용된다. 느슨하게 짠 깔개는 담배나 마닐
라삼을 선적할 때 덮개로 사용하고, 목관 대신 깔개로 시신을
싸기도 한다.
깔개를 짜는 일은 나라 전역에서 여성들에 의해 이뤄진다. 깔
개를 짜기 위해서는 표백, 염색부터 건조, 제단까지 많은 사전
작업을 필요로 한다. 여성들은 깔개의 문양을 기억해 두었다가
다음 세대로 전승시킨다. 깔개를 짜기 위해서는 판단 잎뿐 아
니라 바람나무지기, 사초, 야자나무, 말린 바나나 잎꼭지, 등나
무와 같은 다양한 재료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내구
성이 좋은 플라스틱 재료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으나, 덥고 습
한 필리핀 기후에는 맞지 않는다.
가정

62

돌 항아리

버나이Burnay (이로카노어)

버나이는 사탕수수즙을 발효시켜 수카(Suka)라고 불리는 식

돌 항아리

초, 혹은 바시(Basi)라고 불리는 과일주를 발효시키거나 저장
하는 데 사용한다. 보통 그늘받이나 집 밖 임시 구조물 안에

재료:

흙

두는데, 작은 크기의 버나이는 보통 바궁(Bagoong)이라고 불

소장처:

필리핀 마닐라,

리는 새우나 생선 젓갈을 보관하는 데 사용되고, 부엌 안이나

필리핀 국립박물관

부뚜막 주변에 둔다.
버나이는 스페인 식민기 이전부터, 어떤 날씨에도 사용 가능
한 선적 화물 용기로 도입되었는데, 필리핀 루손 섬의 무역 중
심지였던 지금의 일로코스써 비간시를 통해 중국으로 왕래하
는 중국인과 다른 아시아인들에 의해 소개되었다. 초기 중국
인 정착자들은 도시 내에 버나이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만
들기도 했다.
오늘날에도 버나이는 일로코스써 비간시에 사는 두 중국계 가
족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오래된 버나이는 가문의 가보로 여
겨지며 마당에 두고 장식품이나 물독으로 사용한다.

가정

63

담뱃대

피파Pipa (필리핀어)
수아코Suako (팅기안어, 이트

필리핀에서는 사람들이 연초를 말린 담뱃잎을 피파라고 부르

네그어, 일로카노어)

뒤에는 머리카락, 머리 장식이나 모자에 담뱃대를 끼워두는데,

담뱃대

여행할 때는 베텔 잎과 같이 가방에 넣어두기도 한다.

는 담뱃대에 넣어 피우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담배를 피운

재료:

나무, 플라스틱, 금속

담뱃대는 남자들이 만드는데, 담배통은 나무, 대나무, 점토나

소장처:

필리핀 마닐라,

금속을 사용해 만들고, 담배설대는 갈대, 플라스틱이나 금속

필리핀 국립박물관

으로 만든다. 동전을 사용해 만든 은 담뱃대는 필리핀 루손 섬
북부 일로카노족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다른 금속으로 만든
담뱃대들은 구리선과 탄피로 만드는데, 동전, 금속 줄, 탄피조
각을 활용해 장식한다. 종종 담배통을 비우기 위해 뾰족한 철
을 붙여두기도 한다.
포르투갈 사람들이 몰루카 제도에서 필리핀에 처음 담배를 들
여왔고, 이후 19세기 필리핀 북부에서 소득 작물로 널리 재배
되었으며 스페인 식민 정부의 수입원이 되었다.

가정

64

항아리

템파얀Tempayan

템파얀은 주로 쌀과 물, 주요 곡식을 저장하는 용도로 페라나

항아리

칸 가정에서 사용되었다. 나무 뚜껑을 덮고 다소 높은 곳에 세
워놓아, 항아리에 담긴 내용물을 해충으로부터 보호한다.

재료:

자기, 쇠

소장처:

싱가포르,
페라나칸 박물관

많은 페라나칸 가정에서는 타원형, 육각형, 카람볼라 모양의
항아리를 선호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항아리는 가보가 되어 후
대로 전승되어 소중하게 보관되었다. 이 항아리들은 생명의 원
천이자 가족의 연속성으로 간주된다.

가정

65

쿠션

몬콴Mon Kwan

몬콴은 용도에 따라 색, 크기,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주로 삼

쿠션

각형 모양은 바닥이나 갈대 깔개에 앉을 때 기대는 용도로 사
용하며 사각형 모양은 목이나 등 아래를 받치는 데 사용한다.

재료:

수집처

손으로 짠 면직물,

몬콴은 의자와 소파에 앉을 때 허리 받침대로도 사용되며 종종

케이폭 섬유

베개로도 사용된다.

태국 수판부리 주,
우텅 지역

몬콴은 속을 케이폭 섬유로 채우고 겉을 면으로 감싸 만드는
데, 따로 겉을 감싸지 않는 경우도 있다. 흔히 수를 놓아 장식
하는데 금실, 은실 등을 사용해 화려한 무늬를 넣기도 한다. 몬
콴에 놓인 자수와 무늬는 해당 민족의 문화적 특성을 보여준
다. 위 사진은 수판부리 우텅 지역의 라오 송(Lao Song)민족
이 사용하던 방석으로, 사원에 공물로 바치거나 집안에서 사
용하기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져, 그들만의 독특한 문양을 볼
수 있다.

가정

66

베텔함

치안막Chian Mak

태국 동북부 양식의 베텔함으로 빈랑나무 잎, 빈랑자, 붉은 라

베텔함

임을 비롯해 베텔 잎 받침대, 숟가락이 달린 라임통, 열매 까
기와 분쇄기 등 베텔 잎을 씹을 때 필요한 모든 물건을 보관하

재료:

나무, 칠

는 용도로 사용한다. 치안막의 표면은 검은색과 붉은색으로 옻

수집처:

태국 우본랏차타니 주,

칠하고 단순한 조각을 새겨 장식한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베

반파아우 지역

텔 잎을 거의 씹지 않기 때문에 베텔함은 주로 장식용으로 사
용되고 있다.
20세기 시암(태국의 옛 명칭)에서 베텔 잎을 씹는 일은 매우 보
편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2차 대전 중 군부 지도자였던 피분
송크람(Pubulsongkram)이 총리로 집권하면서, 베텔 잎을 씹
는 관행을 법으로 금지해 타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1942년
국가 문화 법령에 따라 베텔 잎을 씹는 것은 금지되었고 거리나
공공장소에 침과 베텔 즙을 뱉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하였는
데, 이는 국가를 근대화하려는 피분송크람의 시도였다.

가정

여가

4

68

전통 프로펠러 놀이

키파스타릭Kipas Tarik (브루

키파스타릭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당겨서 돌리기’가 되는

나이 말레이어)

데, 선풍기나 프로펠러를 모방한 전통놀이의 일종이다. 뭉콕이

우타르-우타르Utar-Utar (두

라는 과일의 속을 파고 세 개의 구멍을 뚫어서 줄을 매단 나무

순어)
전통 프로펠러 놀이

막대를 밀어 넣고, 막대 한쪽 끝에 키파스(Kipas)라고 부르는

재료:

믕콕(Mungkog) 열매,

키파스타릭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무 막대를 돌리면서

실, 나무

줄을 감아야 한다. 막대에 감긴 줄을 당기면 날개가 날아가면

소장처: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
말레이 기술박물관

여가

나무 날개를 붙여 만든다.

서 다시 막대에 줄이 느슨하게 감기는데, 이렇게 계속 줄을 감
고 당기면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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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상 놀이판

파상Pasang

파상은 2인용 전략 보드 놀이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설치’

파상 놀이판

라는 뜻이다. 파상 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사각형의 파
상 판 위에 직각으로 교차하게 줄을 그어 만든 작은 정사각형

재료:

단추, 나무

을 가득 채운다. 판의 중간에 놓이는 7x7cm의 용기에는 ‘과일’

소장처:

브루나이

을 의미하는 부아(Buah)라고 부르는 120개의 흑돌과 백돌이

반다르스리브가완,
브루나이 국립박물관

채워져 있다. 흑돌 60개 백돌 60개로 이루어진 부아를 30가지
의 전통 정석 중 하나를 골라 배열하는데, 자기 순서 때 상대편
의 부아를 잡아 더 많은 점수를 올리는 것이 놀이의 목적이다.
파상 놀이는 사고력과 전략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결혼
식에서 여성들이 벌이는 놀이였으나 최근 브루나이의 학생들이
학교 간 경쟁을 벌일 때 사용하기도 한다.

여가

70

제기

아세이Asey

아세이는 캄보디아에서 인기 있는 놀이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제기

손을 제외한 신체 부위를 이용해 아세이를 쳐올려 패스하면서
가능한 오랫동안 공중에 떠 있게 만드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야

재료:

야자 잎, 닭 깃털, 줄

자나무 잎을 엮어서 공을 만드는데, 최근에는 플라스틱 고리를

수집처:

캄보디아 시엠립 주,

붙여 만들기도 한다.

개인소장

아세이의 기원은 중국의 제기차기인 지엔쯔(Jianzi)로, 2000년
전부터 있던 놀이라고 한다. 과거 중국의 군인들은 훈련을 목적
으로 근대의 축구와 비슷한 놀이를 했었는데, 지엔쯔는 이 놀이
와 비슷한 형태이다. 이 때문에 수많은 중국 장군들은 지엔쯔
를 사용해 병사들이 휴식을 취하는 와중에도 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1,000여 년 동안 이 놀이는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
나갔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명칭과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졌으
며, 심지어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이전에 유럽까지 퍼져나갔다.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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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트

클로이Khloy

클로이는 캄보디아에서 가장 유명한 관악기 중 하나이다. 독

플루트

주로 연주되기도 하고 모호리(Mohori)나 카르(Kar)와 합주 되
기도 한다.

재료:
수집처:

대나무
캄보디아 시엠립 주,
프레야 닥 지역, 		
개인소장

클로이는 아시아의 가장 오래된 악기 중 하나이며, 그 기원이
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와 같은 형태의 악기가 중국에
서도 사용되었는데, 디즈(Dizi)라고 불렸으며 약 7,000년 전부
터 사용되었다.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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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폰

로니트애크Roneat Aek

로니트애크는 앙상블에서 곡을 시작하고 다른 악기들의 연주

실로폰

를 지시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로 지휘 악기로 간주한다.
두 개의 봉을 사용해 21개의 대나무 판을 두드려 3옥타브에 달

재료:

대나무, 나무

수집처:

캄보디아 시엠림 주,
개인소장

하는 소리를 낼 수 있다.
캄보디아에는 다양한 종류의 로니트가 있다. 로니트대크
(Roneat Daek)는 로니트애크와 유사하지만, 직사각형 모양이며
21개의 쇠로 된 키로 구성되어 있다. 로니트퉁(Roneat Tung)
은 더 큰 형태의 실로폰으로 4개의 다리가 있고, 22개의 키를
가지고 있으며, 로니트팅(Roneat teang)은 황금색의 합금으
로 만들어진 16개의 키로 구성되어 있다. 로니트로펭로퐁
(Roneat Lopeng Lopong)은 다른 크메르 문화의 로니트 들과는
다른 형태인데, 쿠이(Kuoy)족 문화의 영향으로 키들을 길게 연
결해 놓지 않고 연주한다.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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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다컨Dhakon

다컨은 두 사람이 가지고 노는 놀이도구이다. 다컨 판에는 총

장난감

20개의 구멍이 나 있는데, 작은 구멍 18개와 양 끝에 나 있는
큰 구멍 2개로 구성되어 있다. 작은 구멍에는 각각 9개의 씨앗

재료:

나무

이 채워져 두 사람은 그 씨앗들을 가지고 게임을 시작한다. 상

소장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를 마주 보고 앉은 채로 자신의 오른쪽으로 작은 구멍에 씨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

앗을 하나씩 채워간다. 처음 시작한 구멍에 마지막 씨앗을 놓
고 나면, 그 구멍에 있던 모든 씨앗을 다컨의 한쪽 끝에 있는
자신의 큰 구멍에 넣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번갈아 가며 진행
하고, 모든 씨앗이 큰 구멍에 들어가면 놀이가 끝난다. 모든 씨
앗을 자신의 큰 구멍에 넣은 사람이 승자가 된다.
다컨은 자바지역 아이들을 위한 놀이인데, 자카르타에서는 콩
크락(Congklak)이라고 부른다. 다컨 씨앗은 보통 식물의 씨
앗, 특히 케킥 사포딜라 나무의 씨앗으로 만든다. 전문가들은
다컨이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발견된다
고 추정하고 있으며 이로 미루어 보면 중동이나 인도 상인들
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전해졌을 가능성도 있다. 중부 자바에서
는 귀족 아이들만 이 놀이를 했었는데, 다컨 판 양쪽 끝이 권위
의 상징인 용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오늘날에는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다컨 놀이를 할 수 있다.

여가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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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스루나이Serunai

스루나이는 인도네시아 리오 지방에서 기원한 관악기이다. 7개

악기

의 구멍이 있어 낮은음과 높은음을 동시에 낼 수 있으며 넓게
퍼진 끝 부분은 소리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보통 결혼식

재료:

나무, 물소 뿔

과 마을 원로의 취임식 등 전통적인 축하의식에서 다른 전통악

소장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기들과 함께 연주된다. 단독으로 연주되기도 하는데, 추수 때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

나 밭에서 작업할 때 주로 연주된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스루나이는 중동(아라비아-페르시아)에서
유래했다고 추정하는데, 중동에서는 수르나이(Surnai), 시르
나이(Sirnai), 샤나이(Shanai)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스루나이의 독특한 멜로디는 청중들이 자연스레 노래를 따라
부르고 춤추도록 한다. 보통 미덕, 사랑, 우정 등에 대한 가사
로, 아름답고 시적인 가사는 스루나이의 멜로디와 합쳐져 청중
들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만든다.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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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 판

윷놀이 판

한국의 전통 놀이인 윷놀이에 사용되는 판이다. 이 윷판은 기름
종이에 수복, 박쥐, 꽃잎 등의 길상문양이 장식되어 있다.

재료:

종이

소장처:

한국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윷놀이는 한국의 전통 놀이 중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놀이
의 하나로, 네 개의 나무 윷가락을 던져서 떨어진 윷이 엎어졌
는지, 혹은 젖혀졌는지 그 수를 세는데 총 다섯 개의 조합이 나
온다. 하나만 젖혀지면 도이고, 윷판에서 말을 한 단계 움직일
수 있다. 두 개의 윷가락이 젖혀지면, 개이고 말이 두 단계 움
직일 수 있다. 세 개의 윷가락이 젖혀지면, 걸이고 말은 세 단
계 움직인다. 네 개의 윷가락이 모두 젖혀지면, 윷이며 말은 네
단계 움직인다. 모든 윷가락이 엎어지면 모이고 말은 다섯 단
계를 움직인다.
윷판에는 29개의 윷말 이동 지점이 있다. 이 중 20개는 원형으
로 배열되고 나머지 9개는 원안에 교차하는 두 개의 직선으로
배열된다. 사각형 모양의 윷판도 내부에 교차하는 대각선으로
배열한다. 윷놀이 참가자들은 윷말의 조합을 이용해서 4개의
말을 먼저 움직이는 놀이를 한다.
여가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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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카네Kane

카네는 라오스 전통 음악에서 사용되는 관악기로, 불에 그슬린

악기

후 옻칠로 장식한 나무판에 얇은 대나무를 붙여 만든다.

재료:

얇은 대나무, 나무, 밀랍

지금도 연주되고 있는 이 악기는 베트사돈(Vetsadone) 혹

소장처: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은 베트산탈라(Vetsantala) 축제로도 알려진 분 파벳(Boun

비엔티안,
라오스 국립박물관

Phavet)축제나 로켓 축제인 분 방 파이(Boun Bang Fai)축
제, 댓 루앙 파고다(That Luang Pagoda)축제, 혹은 배 경주
축제 등의 여러 축제나 의례에 사용되는 전통 악기 중 하나이
다. 전통적으로 라오스 남자가 여자에게 구혼할 때 카네를 연
주하곤 했다.
라오스 원주민은 대표적으로 샬라(Sala)라고 부르는 노천 오두
막에 거주하고, 찰밥을 먹고, 파 신(Pha Sin)을 입고 카네 음악
을 듣는 사람으로 묘사된다.
카네는 동손(Dong Son)시기에 만들어진 북의 영향을 받았는
데, 동손 북은 기원전 6세기에서 기원후 3세기 사이에 만들어
진 것으로 추정되며 동남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발견된다. 카
네 음악은 살라반(Salavan) 지역에서 기원했다고 알려졌는데,
이는 살라반의 노래와 음악이 고대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보여
준다.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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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꽁Kong

꽁은 라오스 전통 음악에 사용하는 양면 북으로, 옻칠한 나무,

북

물소 가죽, 고정쇠로 만든다.

재료:

나무, 가죽, 고정쇠

꽁은 카네(Kane)처럼 연중 여러 축제에서 다른 라오스 전통 악

소장처:

라오인민민주공화국

기와 함께 연주된다. 라오스 내의 여러 민족집단은 각각 다양

비엔티안,
라오스 국립박물관

한 조합의 악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꽁 만큼은 전국에서 사용
되어 축제와 의식의 공통요소가 된다.

여가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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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이

가싱우리Gasing Uri

가싱은 말레이시아 켈란탄과 테렝가누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

팽이

는 팽이치기 놀이에 사용된다. 참가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준다는 이 놀이는, 주로 서로 다른 마을에서 온 두

재료:

나무, 주석, 쇠 또는 납

팀이 한곳에 모여 시합을 하며, 보통 두 명의 경기 보조원을 필

소장처:

말레이시아

요로 한다. 한 명이 코콕(Cokok)이라는 납작한 나무판을 들

쿠알라룸푸르,
말레이 세계민속박물관

고, 한 명이 가싱을 던지는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되며, 한 경기
는 일곱 세트로 구성된다.
가장 오래 가싱우리를 돌리는 쪽이 시합에서 이기게 되는데, 두
시간 반가량 돌렸던 것이 역대 최고 기록으로 남아있다. 일곱
세트를 연속으로 지는 팀은 우승팀의 경기비를 지급해야 한다.
보통 2년 주기로 2주에 한 번 시합이 열리지만, 시합에 참여하
는 두 팀의 논의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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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퍼즐

케르창Kercang

케르창은 사람의 심리 상태를 시험할 때 사용되는데, 이 퍼즐

나무퍼즐

을 풀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 완구는 말레
이시아의 파항과 조호르 지역에 거주하는 자쿤족에 의해 만들

재료:

등나무

어졌다. 자쿤족은 사냥에 나가 방어의 수단으로 케르창을 야

소장처:

말레이시아

생동물 주변에 던지면, 이들이 케르창에 관심을 두고 시간을

쿠알라룸푸르,
오랑아슬리 공예박물관

할애하느라, 자연스럽게 사람이나 공격대상에서 관심을 돌리
게 된다고 믿었다.
또한, 케르창은 한 여성이 여러 남성에게서 구혼을 받았을 때
해결책으로 사용되었다고도 전해지는데, 처음으로 퍼즐을 푼
남성에게 해당 여성과 결혼할 자격이 주어졌다고 한다. 케르창
은 여러 종류가 있으며, 크기는 보통 15-20cm 가량이다.

여가

80

악기

러박Rebak

말레이시아 원주민 오랑아슬리(Orang Asli)의 18개 부족 중

악기

하나인 세메라이(Semelai) 부족의 전통 현악기인 러박은 바이
올린처럼 연주한다. 주로 세메라이 남성들에 의해 부족의 집

재료:

단단한 나무, 코코넛

회 의식 중에 연주되지만, 종종 여가시간에도 연주된다. 보통

껍데기, 복어 껍질 및

케란팅(keranting)과 펜솔(pensol)이라는 다른 악기들과 함

나일론 줄
소장처:

말레이시아

께 연주된다.
러박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코코넛 껍데기로 만든 머리부분

쿠알라룸푸르,

인데, 복어 껍질의 점액을 천연 접착제로 사용하여 덧대어, 복

오랑아슬리 공예박물관

어의 독특한 무늬를 살린 것이다. 복어 껍질의 거친 표면은 소
리의 울림을 더욱 실감나게 한다.

여가

81

나무 팽이

트럼포Trumpo (필리핀어)
바티게Batige / Betig (마라나

트럼포는 은을 조각해 넣은 나무 팽이다. 주로 청소년과 성인

오어)

랫부분부터 감아올린 후, 줄을 엄지와 검지 사이에 끼웠다가

나무 팽이

순간적으로 잡아 당기면 팽이가 바닥에서 돌기 시작한다. 단

남성들이 야외에서 사용한다. 1m 정도 길이의 줄을 팽이의 아

순히 오락용으로 사용되는 팽이는 재질이 무른 나무를 사용해
재료:

단단한 나무, 은, 철 못

서 만들지만, 경기용은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진 팽이를 사용한

소장처:

필리핀 마닐라,

다. 시합에서는 상대방의 팽이를 공격하거나, 상대방보다 팽이

필리핀 국립박물관

를 오랫동안 돌게 유지하는 것이 승패를 결정한다.
이 나무 팽이는 필리핀 코르디예라의 이푸가오족과 본톡족, 민
도르 섬 하누누-망얀족, 팔라완 섬 타그바누아족과 팔라완족,
민다나오의 마라나오족과 마구인다나오족이 놀이도구로 사용
해왔는데, 마라나오족 팽이가 가장 큰 형태이며, 은이나 진주
장식을 새겨 넣은 것이 특징이다. 특이하게도, 마구인다나오족
에서는 동으로 만든 팽이를 사용하기도 한다. 요즘 필리핀 소
년들은 모양이 좀 더 작고 거칠게 조각된 나무 팽이들을 사용
한다.

여가

82

등나무 공

시파Sipa (필리핀어)

시파는 등나무를 엮어 만든 공으로,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공

등나무 공

차기 놀이인 시파에 사용된다. 선수들은 둥글게 원을 형성하여
시파를 한다. 놀이는 공을 이리저리 차며 가능한 오랫동안 떨

재료:

등나무

어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장처:

필리핀 마닐라,

선수는 점수를 잃게 되는데, 가장 점수를 적게 잃은 사람이 최

필리핀 국립박물관

고의 선수가 된다. 미국 식민지 시기에는 경기장 중앙에 네트
를 펼치고, 두 팀으로 나누어 발끝과 발등으로만 공을 차는 식
의 경기형태가 등장했으며, 필리핀의 일부 무슬림 지역에서는,
농구처럼 공을 바구니에 차 넣는 것을 높은 기술로 평가했다.
필리핀 마라나오 귀족들은 토로간(Torogan)이라 불리는 그들
의 전통왕가에서 모임을 할 때, 시파를 변형시킨 놀이인 카시파
사 망기스(Kasipa sa manggis)를 즐기기도 했는데, 이 놀이
는 대나무 대에 작은 상자를 걸어놓고, 이를 맞춰 떨어뜨린 사
람이 상을 받는 방식이다. 특히, 술탄의 딸 창문으로 시파를 넣
는 자는 술탄의 딸과 결혼할 자격을 얻었다고 한다.

여가

83

악기

얼후Erhu

얼후는 몸통이 나무로 만들어진 목이 긴 중국 전통 악기다. 두

악기

가닥의 현을, 활을 사용해 연주하는데, 얼후의 끝 부분이 용의
머리 형태로 조각된 것이 특징이다. 얼후는 주로 독주 연주에

재료:

나무, 금속

사용되지만, 오케스트라나 작은 앙상블에서도 사용되기도 한

소장처:

싱가포르,

다.

싱가포르 국립박물관
위 사진의 얼후는 싱가포르 따이추(Teochew) 상인들이 1912
년 설립한 ‘얼 우 음악 및 연극 애호가 협회’ (Er Woo Amateur Musical and Dramatic Association) 소장품이다. 이
협회는 16세기 중국 후베이 성에서 시작된 한족의 오페라와 음
악을 장려했고, 이 음악 형식은 점차 널리 알려져, 19세기경에
는 광둥 지방의 하카(Hakka) 및 따이추(Teochew) 지역사회
에서 크게 유행하였다.

여가

84

나무북

겐당Gendang

겐당은 나무로 만든 북으로 소리를 내기 위해 표면을 쇠가죽

나무북

이나 염소 가죽으로 덮어, 좌우에 등나무로 만든 원형틀을 대
어 만든다. 표면의 가죽은 등나무 줄로 양쪽을 묶어서 팽팽하

재료:

쇠가죽, 동물 가죽,

게 유지한다.

등나무
소장처:

싱가포르
싱가포르 국립박물관

싱가포르에서 연주되는 전통적인 말레이 음악은 연극, 춤, 혹
은 다양한 오락적 요소와 함께 동반되는데, 북은 전통 말레이
음악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악기이다.

여가

85

악기

퐁랑Pong Lang

퐁랑은 마을 사람들이 경작지에서 모은 나무로 만든 나무 실

악기

로폰으로 과거에 마을 사람들이 논일을 하다 쉴 때 간단히 연
주할 수 있는 악기였다.

재료:

나무, 밧줄

수집처:

태국 마하사라캄 주

1983년, 태국 공연 예술분야의 국립 음악가인 플루앙 카이라
스미(Mr. Pluang Chairasmi)에 의해 퐁랑은 현재의 모습으
로 발전되었다. 특히, 퐁 랑, 피리, 하모니카, 북, 두 줄짜리 현
악기로 구성되는 퐁랑 앙상블은 태국의 여러 공연, 축제, 의례
등에서 널리 연주되는데, 연주자들은 주로 빠른 박자의 노래를
춤과 함께 연주한다. 연주자들은 와이 크루(Wai Kru)라는 태
국 전통 의식의 일환으로 그들의 스승에게 쌀로 빚은 술, 꽃,
향과 초 등을 공물로 바쳐 존경을 표시한다.

여가

86

오각연

와오출라Wao Chula

와오라 불리는 연은 어른과 어린이 모두를 위한 완구다. 와오

오각연

출라는 오각형의 별 모양으로 생긴 태국의 연으로 큰 새처럼
날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그 구조가 와오 이 투이(Wao i tui),

재료:

대나무 줄기, 종이, 노끈

와오 팍 파오(Wao pak-pao)와 같은 다른 태국의 연들에 비해

수집처:

태국 방콕,

복잡하다. 따라서 연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정교한 기술이 필요

태국 연 박물관

하며, 연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어야 한다. 연이 하늘을 더 높
이 날 수 있도록 납 조각을 사용해 머리와 꼬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데, 연이 강한 바람을 이기고 날 때, 몸통에 붙여진 작은
야자나무 잎이 ‘느가오’라는 소리를 내기에, 종종 이 연을 와오
느가오(Wao ngao)라고 부르기도 한다.
태국에서는 매년 우기 전인 2-4월 사이에 연날리기 축제가 열
린다. 연날리기는 태국의 아유타야와 라따나꼬신 왕조 시기에
태국 시암지역을 중심으로 왕실에서 인기가 많았다. 연날리기
가 가장 활발했던 황금기는 매년 연날리기 대회가 정기적으로
열린 라마 5세 때로, 연날리기가 일종의 스포츠로서 자리매김
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연날리기 축제 중 와오출라와 와
오 팍-파오 사이의 시합이 항상 인기가 있었다. 방콕에서 연 날
리는 장소로 가장 유명했던 곳은 프라 멘(Phra Men Ground)
과 사남 루앙(Sanam Luang) 이며, 다른 지방 사람들은 집 앞
마당이나 길거리 혹은 경작지에서 연을 날렸다.

여가

87

촛불 인형극 등

렌키아오크완Đèn kéo quân

렌키아오크완은 추석 명절기간에 사용하는 아이들을 위한 장

촛불 인형극 등

난감 등이다. 이 등은 집 앞에 장식된 과일 접시 근처에 매달아
놓는다. 불 켜진 촛불의 열에너지로 종이 바퀴를 돌게 해서 중

재료:

대나무, 종이, 셀로판

심이 회전하면서, 밖에서 보면 종이로 잘라 만든 사람과 물건이

소장처:

베트남 하노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양의 등을 만드는 것은 매

베트남 민족학박물관

우 어려우므로 부유한 가정에서만 사용되었으나 요즘에는 이
러한 등을 사거나 아이들을 위해 직접 만들기도 한다.
렌키아오크완은 주로 팔각형이거나 원통형 모양이다. 바닥은
두꺼운 종이로 만들고, 몸통은 대나무로 만든다. 얇은 색종이
로 데이지와 레몬 꽃을 만들어 몸통에 붙이고 모서리 부분은
노란 실로 술을 만들어 장식한다. 등 안에 장식되는 종이는 밭
을 가는 농부, 군대, 벼를 추수하고 생선과 게를 잡는 할머니의
모습 등 다양한 형상으로 만들어진다.

여가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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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링탁타Đing Tăk Tar

링탁타는, 벼 수확기에 치르던 조상숭배 의식에서 남성들에 의

악기

해서만 연주되던 악기이다. 베트남 에데 비(Êđê Bih)족은 새
로 집을 지어 개방할 때 의례적으로 이 악기를 연주했고, 일반

재료:

대나무, 호리병박, 동

사람들은 집이나 야외에서 여가시간을 보낼 때나, 칸(Khan)의

소장처:

베트남 하노이,

서사시를 낭독할 때도 이 악기를 연주했다. 최근까지도 베트남

베트남 민족학박물관

노인들은 이 악기를 만들어 연주하고 있다.
링탁타는 악기에 부착된 얇은 구리 진동판을 이용해 소리를
내는 일종의 관악기로, 악기를 연주할 때는 한 손으로 악기의
몸통을, 다른 손으로는 구멍을 막아 연주한다. 대나무의 일종
인 네오하우키우아(Neohouzeaua)로 만들어진 관은 대략 약
50cm 정도의 길이로, 세 개의 구멍이 있으며, 관의 한쪽은 호
리병 박에 연결되어, 밀랍으로 밀봉되어 있다. 호리병 박의 머리
에는 바람을 불어넣기 위한 대나무가 연결되어 있다.
베트남의 므농(Mnông)족은 물소 희생제나 화전을 일구기 전
에 이 악기를 연주하기도 한다. 베트남의 마(Mạ)족과 코호
(Cơho)족도 이러한 종류의 악기를 사용했다.

여가

89

북

첨파라능Trống Pa-ra-nưng

첨파라능을 연주할 때는 북의 바닥이 가슴에 닿도록 다리를

북

꼬고 앉아, 허벅지 위에 북을 올려놓고 연주하는데, 한쪽 팔로
는 북을 견실히 안고, 양손으로 북을 두드려 소리를 낸다. 이

나무:

나무, 가죽

러한 종류의 악기는 영적인 물건이라고 여겨져, 특정 의례를 통

소장처:

베트남 하노이,

해서만 북을 연주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 첨파라능은 전통

베트남 민족학박물관

의식이나 의례에서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일반 공연 무대에
서도 사용된다.
첨파라능은 타악기의 일종으로 가죽으로 된 부분을 두들겨 연
주하는데, 북의 몸통은 짧은 원통형으로 철과 코크(Cóc) 나무
를 사용해 만든다. 북의 한 면은 염소나 문자크 사슴의 가죽으
로 덮는데, 이 가죽은 12개의 버팀목에 등나무 줄로 고정되어
있다. 첨파라능은 파라능(paranưng), 기낭(ginang) 그리고
사라나이관(Saranai tube)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인체를 표현
하는 어휘이기도 하다. 파라능은 몸, 기낭은 다리, 사라나이관
은 머리를 뜻한다.

여가

90

여가

민속신앙과 공동체

5

92

코란 받침대

리할Rihal

리할은 코란을 낭송하는 동안 경전을 올려놓는 목제 받침대이

코란 받침대

다. 우르두어의 레할(Rehal)에서 나온 말로 브루나이에서는 이
를 리할이라 부른다. 이슬람 전통에서 경전을 낭송하는 동안

재료:

나무

코란을 바닥에 놓는 것은 불경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코란 받침

소장처:

브루나이

대가 만들어졌다. 리할에 아름답게 장식되어있는 꽃문양은 코

반다르스리브가완,
말레이 기술박물관

란을 읽는 즐거움을 배가시킨다고 한다.
요즈음 브루나이 나무 조각가들은 리할을 상품으로 만들어 시
장에서 판매하기도 한다.

민속신앙과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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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용기

콤페Kompeh

콤페는 불교 의식을 위해 만들어진 용기로, 향이나 초, 음식을

불교 용기

바치는 데 쓰인다. 또한, 결혼식에서 신부 측 가족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용기로도 쓰인다.

재료:

판야나무, 코나무, 		
대나무, 야자나무 줄기
천연 목재 수지

수집처:

콤페는 때로 헤브(Heb) 대용으로도 사용되는데, 헤브는 베텔
잎을 씹는 데 필요한 것들을 담아놓는 데 사용한다.

캄보디아 시엠립 주,
뎀데크 지역, 개인소장

민속신앙과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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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기 접시

남판풀르Nampan Pulur

남판풀르는 인도네시아 남수마트라 주 팔렘방 지역의 전통 의

칠기 접시

례에서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이 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
한 접시이다. 결혼식에서 선물을 올려놓는 용도로 사용되며 그

재료:

소장처:

나무, 칠, 금박, 		

릇의 모양과 무늬가 아름다워서 벽 장식으로도 사용된다. 몸에

황토 물감

비늘을 지닌 용과 사자의 조합과 같이 신화적 동물을 재현하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

접시의 무늬는 중국 문화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과거 이 접
시는 귀족이나 부유한 상인들만 지닐 수 있었다.

칠(Lacquer)은 라시퍼 라카(Laccifer Lacca)라는 곤충에 의
해 생산되는 수지 물질로, 이 곤충이 서식하는 나무를 케말로
(Kemalo) 나무라고 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이 칠기 그릇을 만
드는 곳은 남수마트라 주의 팔렘방 지역뿐이다. 이 지역은 7세
기 이후 중국 이주민들과 밀접한 문화적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중국 이주민들은 여가 시간에 접시나 보석함 또는 베텔 잎을 보
관하는 상자를 칠기로 만들었다. 방수 기능과 검은색, 붉은색,
황금색 3색으로 이루어진 색상이 이 칠기 공예품의 특징이다.

민속신앙과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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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장식

우키란Ukiran

우키란은 인도네시아 서 자바 주의 씨레본 지역의 작품이다. 섬

벽 장식

세한 장식은 목각 기술로 만들어졌다. 대개 가옥 내 응접실 벽
에 걸리는 장식으로 사용된다. 벽 장식의 문양을 살펴보면, ‘알

재료:

나무

라 이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뜻인 ‘laa ilaaha illalla’라는 아랍

소장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어 글귀가 조각된 것에서 아랍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을 볼 수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

있다. 주민들은 이 벽 장식이 집주인을 위험에서부터 보호해 준
다고 믿는다. 다른 한편으로 비구름이 조각된 미술 양식에서 중
국 문화의 영향도 볼 수 있는데, 비가 대지를 비옥하게 하듯이
비구름 무늬가 재물과 풍요를 가져다줄 거라고 믿는다.

씨레본은 아랍과 중국 문화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해안 지역
에 자리 잡고 있다. 이 벽 장식은 지역 주민과 이주민 간의 문화
접변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벽 장식의 무늬는 이 지역에서 팔
리던 중국 자기의 무늬를 지역 공예가들이 모사한 것이다. 또
한, 아랍 이주민들에 의해 자바에 들어온 이슬람 문화를 이 지
역 주민들이 잘 수용하였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슬람의 가치가
빠르게 성장했음을 볼 수 있다.
민속신앙과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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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회탈

하회탈

이 가면은 하회 별신굿 탈놀이에 사용되는 양반 가면이다. 하
회 별신굿에는 11개의 가면이 사용되는데, 중, 백정, 부네, 각

재료:

나무

시, 선비, 할미, 초랭이, 주지(2개), 이매, 양반 등이다. 넓은 코

소장처:

한국 서울,

와 눈썹이 두드러진 양반 탈이 하회탈 중에 가장 유명하다. 하

국립민속박물관

회탈놀이는 정월 대보름에 마을의 풍요를 기원하는 놀이로, 내
용 중에는 양반을 희화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예전 한국의 탈은 종이나 박으로 만들어서 놀이 뒤에는 폐기되
었다. 오래된 가면을 발견하기 힘든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
나 하회탈은 나무로 만들어져 좀 더 정교하고 예술적 가치가
높다. 하회는 유교 전통으로 유명한 마을로 한국의 남동부 지
역에 자리 잡고 있으며 2010년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
되었다. 이 마을에서는 하회탈놀이의 전통을 축하하고 보존하
기 위해 매년 안동국제가면축제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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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모

상모

상모는 농악을 연주하면서 쓰는, 꼭지에 새털이나 끈 등을 달
아 돌리는 모자를 말한다. 한국의 농악을 풍물이라고 하는데,

재료:

종이, 새 깃털

풍물은 꽹과리, 징, 장구, 북 네 가지 타악기를 기본으로 연주

소장처:

한국 서울,

하는 음악을 말한다.

국립민속박물관
일반적으로 풍물패에서 상모는 꽹과리 연주자 중 기예가 가장
뛰어난 상쇠만 쓰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래서 장단이 달라지거
나 풍물패의 진형이 바뀔 때마다 상쇠는 상모를 세웠다 뉘었다
하여 상모의 흔들리는 모양으로 풍물패를 지휘한다고 한다. 상
모를 돌리는 움직임이나 상쇠의 춤은 때로 곡예사의 움직임과
비슷해 배우기가 매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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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프

파비엥Phabieng

파비엥은 결혼식과 같은 중요한 사회적 행사에서 여성들이 주

스카프

로 착용하며 일부 여성들은 사원에 갈 때 사용한다. 주로 몸과
어깨를 덮어 착용하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고 남성

재료:

면, 비단

소장처: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비엔티안,
라오스 국립박물관

민속신앙과 공동체

들이 착용하기도 한다.
라오스 여성들은 수백 년 동안 옷감을 짜왔고 이를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의 일부분으로 여긴다. 이러한 전통으로 라오스는
전 세계 옷감생산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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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베개

반딸베르떼깟Bantal

반딸베르떼깟은 말레이 사람들의 결혼식에서 주로 사용되는

Bertekat

데, 결혼식장의 단 위 신랑 신부가 앉는 자리에 등 받침 쿠션

자수 베개

으로 놓인다. 혹은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축복을 받는 순서
에서 두 손을 올려놓는 받침 용도로 쓰이기도 한다. 이 베개는

재료:

벨벳, 금실, 은실

항상 쌍으로 놓이는데, 신부의 방에 장식용으로도 놓인다. 베

소장처:

말레이시아			

개의 크기와 자수 무늬의 섬세함에 따라 제작 기간이 몇 달이

쿠알라룸푸르,
국립직물박물관

걸리기도 한다.
말레이시아 페라크 주의 쿠알라 캉사르는 자수 제품이 생산
되는 유일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들은 결혼식에 필요한
모든 자수 제품을 모두 직접 준비해야 하는데, 그 제품으로는
소파 장식용 자수, 베갯잇, 침대용 시트, 부채, 신발 등이 있다.
이는 대부분의 말레이 소녀들이 자수에 능하고 혼수를 준비하
는 데 필요한 기술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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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

아기마트Agimat (필리핀어)
안팅-안팅Anting-anting (자

아기마트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혹은 성공을 담보하

바어)
부적

보통 검은색이나 붉은색 옷감에 쌓여 주머니나 가방에 휴대하

고 행운이나 사랑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부적이다. 이 부적은
거나 옷에 핀으로 부착한다. 때로는 팔찌나 목걸이로 착용 되
거나 손수건이나 옷에 부착하기도 한다. 농촌 지역의 아이들은

재료:

철, 밀랍

악령에 사로잡힐 위험이 더 크다고 믿어지기에 이 부적을 늘 착

소장처:

필리핀 마닐라,

용해야 한다. 팔라완 지역의 사냥꾼들은 성공적인 사냥을 위

필리핀 국립박물관

해 이 부적을 사용했으며 스페인이나 미국과의 독립 전쟁에서
필리핀 병사들은 죽음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부
적을 사용했다.
부적의 능력은 매주 금요일 밤의 기도로 재생되는데, 특히 예수
의 수난과 죽음을 기리는 성금요일의 기도는 특별하다. 부적을
착용하지 않을 때는 코코넛 기름을 담은 그릇이나 병에 보관
하는데, 그렇게 해야 부적의 힘이 ‘살아있게’ 된다고 믿기 때문
이다. 이 부적은 소유주가 사망하면 다른 사람에게 넘겨질 수
있다. 필리핀 마닐라의 퀴아포 지역에서 판매되는 부적 대부분
은 케손 주의 돌로레스에서 생산된다. 이 지역은 바나하우 산
으로 가는 길에 자리 잡고 있는데, 바나하우 산은 치유의 에너
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순례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이다.
필리핀은 가톨릭의 강력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적
들은 묵주, 십자가, 목걸이, 예수나 성모 마리아의 이미지로 대
체되었다. 종종 이러한 기독교 상징과 부적이 함께 착용되기
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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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보관함

루카Luka (하누누-망얀어)

루카는 말린 담뱃잎을 보관하는 보관함이다. 남녀 모두 베텔

담배 보관함

잎이나 베텔나무 열매인 빈랑자(Areca catechu), 베틀후추
(Piper betel) 혹은 라임 등을 이 원통형의 보관함에 넣어서

재료:

대나무

가방이나 파우치에 들고 다닌다. 이 루카의 꼭 맞는 뚜껑은 담

소장처:

필리핀 마닐라, 		

배의 강한 향과 맛을 유지해 준다.

필리핀 국립박물관

필리핀 민도로 섬 하누누 족이 대나무로 만든 담배 통과 라임
통에는 대개 암바한(Ambahan)이라고 부르는 7개의 음절로
이루어진 필리핀 전통 시구가 새겨져 있다. 따라서 이 원통은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기록되어있는 하누누 고문자의
시와 글을 보존하고 전수하는 수단으로 여겨진다.
베텔 잎을 씹는 관습은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 대부
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제례나 치유 의례에
서, 조상이나 정령에게 봉헌하면서, 결혼식에서 함께 베텔 잎
을 씹으면서 친분 관계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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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레 보관함

시레Sireh

시레 세트에는 베텔 잎을 씹는 데 필요한 다양한 재료들을 보

시레 보관함

관하는 용기들이 포함된다. 사람들은 시레 세트에 들어있는 라
임, 빈랑자, 빈랑고(Gambier), 담뱃잎 등을 함께 뭉쳐 환으로

재료:

구리

만들어서 씹는다. 위의 시레 세트는 장식이 없는데, 특별한 의

소장처:

싱가포르, 			

식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싱가포르 국립박물관

시레 씹기는 중요한 사회적 의례로, 말레이 문화권 사람들에게
시레를 씹는 것은 문화 동질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싱가포르에
서 시레는 출생에서 결혼, 죽음에 이르기까지 삶의 단계를 표
현하는 의례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민속신앙과 공동체

103

부채

탈라팟Talapat

탈라팟처럼 별다른 장식이 없는 원형 부채는 주로 불교의례에

부채

서 스님들이 사용한다. 경을 읽을 때 스님들은 탈라팟 부채를
앞에 놓거나 들고 있는다. 오늘날 이 부채의 역할은 두 종류로

재료:

야자 잎, 나무

나뉘는데, 하나는 스님들이 팔리어(Pali)공부에서 일정한 단계

수집처:

태국 방콕,

에 오르면 왕이 수여하는 지위를 상징한다. 다른 하나는 왕실

왓낭 지역

의례나 종교의식, 국가 의식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때 사용하
는 탈라팟은 팟요트(Phatyot)라고도 불린다.
탈라팟은 동남아시아 고대 언어 팔리어에서 나온 용어로, 고대
불교 경전은 팔리어로 기록되었다. 경전은 대개 야자나무 잎에
기록되어 이 잎으로 탈라팟을 만든다. 탈라팟은 태국에서 가
장 오래된 유형의 부채로 간주된다. 과거에 탈라팟은 야자나
무 잎으로만 만들었으나 요즘은 비단, 새의 깃털, 모직이나 벨
벳으로도 만든다. 그럼에도 이 부채들은 여전히 탈라팟 혹은
팟(Phat)이라고 불린다.

민속신앙과 공동체

104

대나무 종

머체Mõ Tre

머체는 공동체 모임에서 사람들을 부르거나 비상상황에서 경

대나무 종

보를 울리기 위해 사용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반드시
종소리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규칙이 있는 곳도 있다. 예를 들

재료:

대나무, 나무

어 세 번의 일반 종소리와 세 번의 긴 종소리는 마을 사람들을

소장처:

베트남 하노이,

회의에 초대하는 것이다. 한 번의 긴 종소리와 세 번의 일반 종

베트남 민족학박물관

소리는 마을의 간부를 회의에 부르는 소리이다. 그리고 한 번
의 긴 종소리가 지속되면 비상상황이다. 종을 사용하는 방법은
한 손으로 종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나무 막대를 잡고 종을 울
린다. 머체는 요즘에도 사용되나, 대나무가 아닌 금속으로 된
종류도 있다.
머체는 대나무 뿌리로 길이가 5-7cm인 손잡이와 함께 만든다.
종은 소리를 내는 몸통을 따라 가운데 3cm의 공간이 나 있다.
일부 마을에서는 종을 잭푸르트 나무로도 만든다. 따이족(Tày)
사람들은 공동체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외에도 숲에서 소를
찾기 쉽도록 이 종을 소 목에 매달아 사용하기도 한다. 소가 많
은 집에서는 대장 소에게만 종을 매달아 놓는다.

민속신앙과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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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발

부부Bubu

부부는 원형의 등나무 틀에 대나무를 대어 대나무로 만든 통

통발

발로 민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한다. 겉모양은 원통형에서 끝을
향해 폭이 점점 가늘어진 원뿔 형태다. 입구는 폭이 넓지만 속

재료:

등나무, 대나무

에 분리된 깔때기 모양 입구로 연결되어 있어, 물고기나 새우

소장처:

브루나이			

가 들어가면 나올 수 없도록 한다. 부부는 주로 폭이 좁고, 높

반다르스리브가완,		
말레이 기술박물관

이는 무릎이나 허벅지 정도 깊이의 강바닥이나 수로에 수평으
로 설치해 사용한다.
과거 부부는 알라이 부부(alai bubu)라 불리는 특별한 의례에
서 사용되었는데, 이때 사람들은 부부의 혼을 일깨워 춤추게
하도록 노래를 불렀다. 구경꾼들이 부부의 힘과 경쟁하는 동
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부부를 둘러싸고 서서 기다린다.
알라이 부부 노래가 불릴 때 부부의 힘은 최고에 이른다고 믿
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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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목 바구니

치일코르스두치Cheal Kor
Sdouch
좁은 목 바구니
재료:

등나무

수집처:

캄보디아 시엠립 주,
푸옥 지역, 개인소장

치일코르스두치는 지역 어민들이 어획물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
한다. 좁은 목과 입구의 뚜껑이 바구니에 들어온 물고기를 도
망가지 못하게 한다. 바구니는 아랫부분이 물에 잠기도록 세워
두는데, 이는 바구니 안의 물고기들이 살아있도록 유지하기 위
해서다. 집이나 장에 팔러 갈 때에는 부레옥잠 잎으로 생선을
가볍게 싸서 신선도를 유지한다.
치일코르스두치에 대한 캄보디아 민담이 있다.

‘옛날 옛적에 가난한 고기잡이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는 너무
나 아름다웠다지만, 남편이 매일 잡아온 물고기를 모두 도망가
게 했다. 왜냐하면, 그녀의 바구니 밑바닥은 구멍이 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매우 게을렀고 바구니를 고칠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이름은 구멍 난 바구니를 가진 여인이라는 뜻
인 스레이 칸 초에우 틀루(Srey kanh choeu tlouh)라 불렸
다. 어느 날 마을을 지나가던 상인은 어부의 아내와 사랑에 빠
졌고, 어부를 속여 자신의 아내와 어부의 아내를 바꿨다. 어부
의 새 아내는 아주 덕이 많은 사람이었고, 바구니도 고쳐놓았
기에, 어부를 도와 많은 고기를 잡아 시장에 팔아 큰 부자가 되
었다. 반면에 부유했던 상인은 모든 재산을 잃었는데, 아름다
운 새 부인이 모든 재산을 탕진했고 너무나 게을렀기 때문이다.
농경과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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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절병기

파카토Pakato

파카토는 인도네시아의 남 술라와시 주의 카장 민족이 사용하

벼 절병기

는 농기구로, 벼 줄기를 베는 데 이용한다. 파카토를 사용해서
벼의 줄기를 자를 때는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한

재료:

대나무, 나무, 철

다. 카장 사람들은 생계로 벼와 채소, 과일, 커피, 카카오, 허

소장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브와 향신료 등을 재배하며, 주식은 쌀과 옥수수이다. 이곳 사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

람들은 오늘날까지 조상의 전통을 지키며 생활하는데, 전기를
비롯한 현대화된 도구 사용을 피하면서 자연 그대로의 삶을 살
고 있다.
카장 여성들은 추수와 같은 특별한 시점에서만 남편과 부모를
돕는다. 카장 사람들은 매번 수확을 마친 후에 마을 지도자인
암마토아(Ammatoa)가 주재하는 루마탕(Rumatang)이라 불
리는 전통의식을 행한다. 이 의식은 신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
으로, 남성들이 추수한 벼를 커다란 묶음으로 묶어서 햇볕에
건조하는 동안, 여성들은 흑미와 백미로 만든 다양한 음식으로
신에게 바치는 음식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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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구

발리웅Baliung

발리웅은 비옥한 농지로 유명한 인도네시아의 서 수마트라 지

농기구

역의 농기구다. 철로 만들어져 탄탄하기 때문에 굳은 땅에 농
사지을 수 있도록 밭갈이를 하는 데 사용되고, 밭을 평평하게

재료:

나무, 철, 등나무

하거나 밭에서 풀을 치우는 데도 사용된다. 농사를 짓는 일은

소장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힘이 많이 드는 일이어서 대부분 남자들이 발리웅을 사용한다.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

인도네시아는 풍요로운 농업국가로, 많은 고고학 증거에 따르
면 발리웅은 선사시대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마을에서 농
부들은 매일 아침 어깨에 발리웅을 메고 논으로 나가는데, 자
전거를 타고 논에 갈 때는 뒷자리에 묶고 간다. 인도네시아 전
역에서 발리웅의 이름이나 모양은 다양하지만, 사용법은 동일
하다. 자바에서 사용되는 더 큰 철제 농기구는 창쿨(Cangkul)
이라 불린다.

농경과 어업

110

통발

숨챱파Soum Chap Pa

라오스 사람들은 숨챱파로 강, 호수, 시냇가에서 물고기를 잡

통발

는다. 물고기가 보일 만한 곳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데,
라오스에서 생선은 그만큼 중요한 주식이다.

재료:

대나무, 줄

소장처: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비엔티안,			
라오스 국립박물관

숨챱파에 관한 라오스 민담이 있다.

‘아주 먼 옛날에, 홀로 사는 늙은 농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노
인은 밭에서 힘들게 일해서 너무나 지치고 배가 고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시냇물을 건너다가 물고기 몇 마리를 발
견해 잡아먹고 싶었지만, 잡는 법을 몰랐다. 집으로 돌아온 노
인은 물고기 잡는 법을 오랫동안 골똘히 생각한 끝에, 대나무
를 잘라 숨챰파를 만들었고, 끼니마다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
다. 이후로 숨챰파는 늘 물고기를 잡는 데 사용되었다고 한다.’

농경과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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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니루Nyiru

니루는 표면을 조밀하게 엮어 벼나 곡물을 껍질, 오물, 먼지로

키

부터 가려내는 데 사용한다. 예전에는 여자들이 주로 키질을
했는데, 머리 높이까지 곡물을 들어올려 바람의 도움으로 벼

재료:

소장처:

야자나무, 등나무, 		

를 남겼다. 때로는 생선, 바나나, 가루를 말릴 때 받침으로도

대나무 껍질

사용한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박물관청

말레이 전통 공동체에서는 니루에 관한 오래된 속담이 많은데,
‘니루는 양 손바닥보다 크다’라는 속담은 니루가 도움을 준 사
람에게 표하는 커다란 감사의 상징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옛
날 말레이 사람들의 삶은 벼농사 중심이었으나, 최근 말레이 가
정에서는 니루를 거의 발견할 수 없다.

농경과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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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나무배

방카Bangka (필리핀어)
바로토Baroto / 바요토Bayoto / 바우토Bauto (마나보족어)

방카는 고기를 잡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반하는 데 주로 사용한

통나무배

물살에 따라 배의 크기는 다양하다. 크게는 20명이, 작게는 한

다. 배를 만들 나무를 고를 때는 정령의 분노를 피하고자 붉은
색 닭을 제물로 바치는 의례를 행했으며, 사용 목적, 사람 수,
사람이 탈 수 있을 정도로 배를 만든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재료:

나왕나무

방카로 1,200kg의 쌀을 운송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배는 카

소장처:

필리핀			

티그(Katig)라 불리는 노 받침대가 없어, 마노보족이 거주하는

아구산델노르테 주		
부타안 지역, 		
필리핀 국립박물관

필리핀 남부의 아구산 마르쉬 지역의 맹그로브 숲 같은 내수면
에서 사용된다.
방카는 다른 용도로도 쓰이는데, 물에 불린 사고 야자의 안쪽
껍질을 여기에서 씻는다. 우나우(Unau)라 불리는 전분이 밑에
깔리면 이것을 요리해서 떡이나 주식을 만든다. 종종 탈곡한 벼
를 절구에 빻기 전에 임시 보관함으로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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툼플라욘Tum Pla Yon

툼은 태국어로 플라욘(Pla Yon)이라 불리는 메깃과의 작은 물

통발

고기를 잡기 위해 사용하는 어구이다. 매년 4월 초가 되면 플
라욘은 메콩 강 상류로부터 문강에 이르기까지 먼 길을 이동한

재료:

대나무, 대나무 껍질

다. 플라욘의 계절적 이동은 어업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수집처:

태국 우본랏차타니 주,

반코르타이(Ban Kor Tai)와 같은 마을처럼 어업이 중요한 경

반코르타이 지역

제 수단인 곳에서 그러하다.
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응아(Nga)라고 불리는 툼의 안쪽
부분에 있는 물고기가 들어가는 입구인데, 한 번 안으로 들어
가면 응아 때문에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된다. 어부는 응아의
크기를 바꾸거나 조절해서, 물고기가 툼 안으로 들어가도록 유
도한다. 응아를 만드는 새로운 기술과 재료가 도입되었지만,
대나무로 만드는 전통적 방법을 대체할 만큼 좋은 재료를 아
직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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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 허수아비

부니힌힌부용Bù

Nhìn Hình

부니힌힌부용은 추수 전 곡물을 보호하고 새나 동물들을 위협

Vượn

하기 위해 남자들이 만든다. 사람들은 이 허수아비를 바람이

원숭이 허수아비

나 수력에 의해 작동되는 대나무 원통과 함께 논에 매달아 놓
는데, 위협적인 소리를 내는 종을 매달아 놓기도 한다. 이 전통

재료:

대나무 껍질 (숯으로

적 방법은 숲이나 화전을 일구는 곳에서 여전히 계승되고 있다.

장식하거나 연기로
그을린 대나무 껍질)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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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아비는 대개 대나무 껍질을 이중으로 엮는 기술로 만드는
데, 원숭이 모양 조각은 대나무 통에 등나무로 만든 끈을 이용
해 묶는다. 머리에는 두 눈, 코, 입과 귀가 달린 얼굴을 그려놓
고 뒷면의 빛에 방해받지 않고 잘 보이도록 얼굴 일부는 숯이나
검댕으로 까맣게 칠한다. 옛날에는 산림지역이 더 많았고 숲 속
곳곳에 화전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새나 야생동물을 쫓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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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닭 덫

바이가모이Bẫy Gà Mồi

므엉족 사람들은 야생 닭을 잡기 위해 닭을 미끼로 사용한다.

야생 닭 덫

덫 안에 미끼 닭을 집어 넣고 대나무 조각으로 막아 놓으면, 닭
은 덫의 반대편 입구에 위치한 등나무로 만들어진 원형의 틀에

재료:

등나무, 대나무

목을 내어 놓는다.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로, 밧줄로 덫

소장처:

베트남 하노이,

을 만들어 놓는다. 이 덫을 숲이나 외진 산울타리에 가져다 놓

베트남 민족학박물관

고 미끼로 넣어 놓은 닭이 울어서 소리를 내면 다른 야생 닭들
을 불러들이고 덫에 잡히게 된다. 오늘날에도 므엉족 사람들은
야생 닭을 잡기 위해 이 덫을 사용한다.
덫은 주로 비스듬한 끝을 지닌 원통형으로, 대나무를 위 아래
로 번갈아 짜는 방법으로 마름모 무늬를 만들어 통을 둘러싼
다. 비스듬하게 경사진 쪽이 열린 입구이다. 다른 쪽은 등나무
로 만든 두 개의 동심원 고리로 막아 닭의 목이 들어갈 정도
로 만든다. 음력으로 2-4월 그리고 9-10월이 야생 닭을 사냥
하는 계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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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www.unescoapceiu.org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은 유네스코와 한국 정부 간 협정을 통해 2000년에
설립된 유네스코 산하기구이다. 모든 인류가 다 함께 평화롭게 살기 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APCEIU 는 아태지역 유네스코 48개 회원국 및 2개의 준회원국들과 함께, 평화, 인권, 지속가능발전,
문화 다양성 및 문화 간 이해를 주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교육가 대상 연수, 연구 및 자료 개발, 교사교
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 2012년 유엔의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에 따라 글로벌시민교육
(GCED)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www.unescoapceiu.org)

www.seameo.org
동남아교육장관기구(SEAMEO)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교육, 과학, 문화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
으로 설립된 지역 정부간 기구이다. 11개의 정회원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인
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이며, 8개의 준회원국은 호
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페인, 영국이다. 3개의 협회회원으로는 열린교육 및
원거리교육국제위원회 (ICDE), 일본 쓰쿠바 대학교, 영국문화원이 있다. SEAMEO는 지난 40여 년 간
인적자원개발과 교육, 문화, 보건, 환경, 농업, 천연자원의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해오고
있다. (www.seameo.org)

www.seameo-spafa.org
동남아교육장관기구 고고학미술지역센터(SEAMEO SPAFA)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고고
학과 미술 분야에서의 다채로운 활동을 기획,∙ 주관하고 있다. SEAMEO SPAFA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서 문화 다양성과 지역정체성을 살리고,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향상시키며, 지식과 전문적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SEAMEO
SPAFA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상호이해와 총체적 지식의 향상을 위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www.seameo-spafa.org)

사진출처
•

브루나이: 브루나이 박물관

•

캄보디아: 캄보디아 연구센터 크리스나 욱 센터장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

•

한국: 국립민속박물관('삼층장'은 한국문화재재단)

•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라오스 국립박물관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문화관광부 박물관청

•

필리핀: 필리핀 국립박물관

•

싱가포르: 싱가포르 국립문화유산위원회

•

태국: 마하 차끄리 시린톤 공주 고고학센터

•

베트남: 베트남 민족학박물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