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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선박의 조선기술
- 새롭게 밝혀낸 조선통신사선 정사기선의 축조술 -

홍  순  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Ⅰ. 머리말

Ⅱ. 문헌과 회화 속 조선통신사선 정사기선의 구조와 형태

Ⅲ. 조선통신사선 정사기선 추정설계

Ⅳ. 조선통신사선 정사기선의 조선기술

Ⅴ. 맺음말 

Ⅰ. 머리말

문화교류의 상징인 ‘통신사선’을 통해 판옥선과 거북선 원형을 밝히는 학술복원 프로젝트 

일환으로 관(官)에서 만들어진 선박을 연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서 조선통신사선 연구가 

시작되었다. 

조선통신사란 조선시대 조선에서 일본으로 파견되었던 공식적인 외교사절을 말한다. 임

진왜란(壬辰倭亂)으로 인해 단절되었던 국교는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히데

요시 정권을 타도하고 통치권을 장악한 후 조선과의 국교를 회복하기 위해 거듭되는 요청으

로 1607년에 재개되면서부터 1811년까지 약 200여년 동안 12회에 걸쳐 일본에 외교 사절

013Session 01 사례발표 01.  한국 전통선박의 조선기술



재연구소에 수중발굴 고선박과 전통한선 복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최근까지 수중 발굴된 고선

박 3척２)을 복원하여 상설전시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고려시대에서 근대까지 크고 작은 한선

(韓船) 5척３)을 연구하여 도면으로 남기고 모형과 실물로 제작하여 해상전시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제작에서 끝나지 않고 항해기술연구, 교육자료 활용, 승선체험, 지자체 행사 등에 참

여하여 우리나라 한선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복원 및 제작과정을 기록하여 우

리나라 조선기술(造船技術)과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특히 복원 및 재현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마련하여 선장(船匠) 발굴과 무형문화재 지정 등 보전 및 전승에 기여하고 있다. 

Ⅱ. 문헌과 회화 속 조선통신사선 정사기선의 구조와 형태

통신사선에 대한 기록은 1763년 『癸未隨槎錄(계미수사록)』, 1802년 『增正交隣志(증정교

린지)』, 使行錄(사행록)과 한국과 일본에서 소장하고 있는 병풍 속 회화자료 등이 있다. 또한 

통신사선에 대한 기록은 아니지만 동 시기에 선박 건조를 알 수 있는 12차 사행보다 20년이 

늦은 1822년에 편찬된 『軒聖遺稿(헌성유고)』 등의 고문헌이 있다.

『계미수사록』에는 통제영 건조선 4척의 제원, 건조과정이 수록되어 있다. 그 반면에 『증정

교린지』 권5에는 통신사행에 관한 인원과 「渡海船隻式(도해선척식)」을 통한 제원을 알 수 있

는 내용을 담고 있고 『헌성유고』에는 1972년 경남 고성에서 발견된 고문서로서 1822년(순

조22) 대마도에 파송된 사견선(使遣船) 기록으로 통신사선의 기록은 아니지만 동시기 한선의 

２)  14세기 중국 선박인 신안선(1976~1984년), 12세기 초 완도선(1983~1984년), 13~14세기 달리도선(1995년)

３) 

제작
연도

선  박  명
규모(m)

(길이×너비×깊이)
내      용

2008 서해조기잡이중선망어선 15.16×4.93×2.06 •조선후기 강화도에 해역에서 조기잡이 중선망어선

2009 온누비호(청자보물선) 19×5.8×2.2 •태안 대섬에서 발굴된 고려시대 선박을 모델로 재현된 선박

2010 봉황호(강진옹기배) 17.9×5.4×1.9 •1980년까지 강진군 칠량에서 옹기를 실어 나르는 선박

2011 조선시대 조운선 24×8.8×3.3 • 조선시대 조운선으로 1797년 각선도본의 자료를 통해 재현된 선박

2014 마도1호선 15.26×6.5×3.2
• 고려시대 조운선으로 태안 마도해역에서 발굴된 고선박을 모델로 

재현된 선박

단을 파견하여 양국 간 평화 관계와 문화교류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사절단은 정치·외교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사·부사·종사관의 심사 이하 화원·의원·역관·약사 등 총 450

명에서 500명에 이르는 대규모 사절단이 파견되었다. 사절단을 태우고 조선과 일본으로 건

너 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로 활동한 선박을 통틀어 ‘통신사선’이라 한다. 통신사 선단은 정사

기선(騎船)과 복선(卜船)이 한 조, 부사 기선과 복선이 한 조, 종사관 기선과 복선이 한 조로 

6척으로 구성되며 그 중 3척에는 정사, 부사, 종사관이 각각 수행원과 함께 탑승하고, 다른 

3척에는 화물과 나머지 인원이 탑승하였다. 특히 사행 때마다 일률적은 아니지만 정사가 타

고 간 기선은 조선의 위엄을 보이기 위해 일반적인 선박보다 크게 제작하고 장식 또한 호화로

우면서도 은근한 기품이 있는 궁궐단청으로 의장한 기록１)을 보더라도 그 당시 최고의 조선기

술로 만들어진 최대선박이라 할 수 있다. 최고의 기술이 집약된 조선통신사 선단 중 정사가 

타고 간 기선을 학술적으로 접근하여 원형을 찾고자 했다. 

본 연구는 ‘수중발굴 고선박 구조 및 선형연구’, ‘문헌에 나타는 선박의 구조와 조선기술 연

구’, ‘개인소장·전시관·박물관 등의 모형자료 분석연구’, ‘일본 회화자료 분석연구’ 등을 토

대로 기초설계 및 실시설계과정을 거치면서 2D·3D설계, 조선공학적분석, 모형제작 실험 

등의 과정을 통해 원형의 모습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그 연구된 결과를 2016년 전국 해양

학자대회에 1차년 연구사례를 정리하여 「조선통신사선 원형복원을 위한 추정설계」, 2017년 

전국 해양학자대회에 2차년 연구사례를 정리하여 「조선통신사선 복원과 활용」, 2018년 전국 

해양학자대회에 3차년 연구사례를 정리하여 「조선통신사선(재현선) 제작」라는 주제로 발표하

였다. 2016년 실시설계 당시 완벽한 형태는 아니지만 새로운 사실들을 담은 형태의 모습을 

찾아내기 위해 도면 수정을 24회 정도 수정보완 하였다. 또한 현재 제작되는 과정에서도 지

속적으로 도면이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조선통신사선 정사기선을 복원하기 위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찾은 구조, 수

중발굴 고선박과 문헌에서 나타나는 선형, 조선공학적 분석, 제작 등을 통해 기선의 원형모

습을 밝혀낸 연구 결과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본 발표자는 국립해양문화

１)  1643년 5차 使行副使 趙絅의 『東槎錄』중 晝舫樓船說에 자세하게 묘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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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목장(曲木長) 3把1尺5寸 15.75 483.525 3把1尺5寸 15.75 483.525

상갑판

(上甲板)

장(長) 18把4尺 92 2824.4 18把4尺 92 2824.4

두광(頭廣) 3把반 17.5 537.25 3把반 17.5 537.25

요광(腰廣) 6把1尺 30.5 936.35 6把1尺 30.5 936.35

미광(尾廣) 4把 20 614 4把 20 614

삼판

(杉板)

고(高) 2把 10 307 2把 10 307

조수(條數) 8장 　 　 8장 　 　

병추(屛推) 2把1尺 10.5 322.35 2把1尺 10.5 322.35

　 　 　 　 　 　 　 　

항목
종사관 기선 　 　 　

척(尺) ㎝

본판

(本板)

장(長) 13把1尺5寸 65.75 2018.525 　 　 　

두광(頭廣) 2把 10 307 　 　 　

요광(腰廣) 2把3尺 11.5 353.05 　 　 　

미광(尾廣) 1把4尺5寸 7.25 222.575 　 　 　

조수(條數) 9장 　 　 　 　 　

곡목장(曲木長) 3把7寸 15.35 471.245 　 　 　

상갑판

(上甲板)

장(長) 17把3寸 85.15 2614.105 　 　 　

두광(頭廣) 3把2尺3寸 16.15 495.805 　 　 　

요광(腰廣) 5把3尺 25.15 772.105 　 　 　

미광(尾廣) 3把4寸 15.2 466.64 　 　 　

삼판

(杉板)

고(高) 1把5尺 7.5 230.25 　 　 　

조수(條數) 8장 　 　 　 　 　

병추(屛推) 2把7寸 10.35 317.745 　 　 　

　 　 　 　 　 　 　 　

항목　
정사 복선 소선

척(尺) ㎝ 척(尺) ㎝

본판

(本板)

장(長) 12把1尺5寸 60.75 1865.025 12把1尺5寸 60.75 1865.025

두광(頭廣) 1把4尺 7 214.9 1把4尺 7 214.9

요광(腰廣) 2把3尺 11.5 353.05 2把3尺 11.5 353.05

미광(尾廣) 1把4尺 7 214.9 1把4尺 7 214.9

조수(條數) 8장 　 　 8장 　 　

곡목장(曲木長) 3把7寸 15.35 471.245 3把7寸 15.35 471.245

상갑판

(上甲板)

장(長) 17把3寸 85.15 2614.105 17把3寸 85.15 2614.105

두광(頭廣) 3把2尺3寸 16.15 495.805 3把2尺3寸 16.15 495.805

요광(腰廣) 5把3尺 25.15 772.105 5把3尺 25.15 772.105

미광(尾廣) 3把4寸 15.2 466.64 3把4寸 15.2 466.64

삼판

(杉板)

고(高) 1把5寸 5.25 161.175 1把5寸 5.25 161.175

조수(條數) 8장 　 　 8장 　 　

병추(屛推) 2把7寸 10.35 317.745 2把7寸 10.35 317.745

건조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에 소장하고 있는 회화자료에서 형

태, 구조, 단청 등 찾을 수 있는 일본 자하현립근대미술관 소장 『朝鮮通信使船圖(조선통신사

선도)』,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近江名所圖會 朝鮮聘使(금강명소도해 조선빙사)』 및 1748년 

『朝鮮通信使船牽備前舟船行列圖(조선통신사선견비전주선행렬도)』와 게이오대학 소장 『朝鮮

船入津之圖(조선선입진지도)』 회화자료에서 치의 구조 등을 확인하였다.

「도해선척식」의 주요치수에는 조선통신사선 정사기선, 부사 기선, 종사관 기선, 복선의 주

요치수가 아래 <표 1>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치수는 1파는 영조척 5尺이고, 영조척 1尺은 

30.65㎝이다. 이는 숙종 46년(1720)에 간행된 “通文館志(통문관지)”에는 나오지 않고, 순

조 2년(1802)에 편찬된 『증정교린지』에 나타난 점으로 미루어 영조시대 제 10차 또는 제11

차 상행 때 「도해선척식」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표 1> 도해선(渡海船) 의 주유요목(主要要日)

항목

1763년  계미수사록 1802년  증정교린지

 정사기선 대선

척(尺) ㎝(1尺=30.7㎝) 척(尺) ㎝(1尺=30.7㎝)

본판

(本板)

장(長) 14把2尺5寸 71.25 2187.375 14把2尺5寸 71.25 2187.375

두광(頭廣) 2把1尺 10.5 322.35 2把1尺 10.5 322.35

요광(腰廣) 2把4尺5寸 12.25 376.075 2把4尺5寸 12.25 376.075

미광(尾廣) 2把 10 307 2把 10 307

조수(條數) 9장 9장

곡목장(曲木長) 3把1尺5寸 15.75 483.525 3把1尺5寸 15.75 483.525

상갑판

(上甲板)

장(長) 19把반 97.75 3000.925 19把반 97.75 3000.925

두광(頭廣) 3把반 17.5 537.25 3把반 17.5 537.25

요광(腰廣) 6把2尺 31 951.7 6把2尺 31 951.7

미광(尾廣) 4把 20 614 4把 20 614

삼판

(杉板)

고(高) 2把 10 307 2把 10 307

조수(條數) 8장 8장

병추(屛推) 2把1尺 10.5 322.35 2把1尺 10.5 322.35

항목
부사 기선 중선

尺 ㎝ 尺 ㎝

본판

(本板)

장(長) 13把반 67.5 2072.25 13把반 67.5 2072.25

두광(頭廣) 2把1尺 10.5 322.35 2把1尺 10.5 322.35

요광(腰廣) 2把3尺5寸 11.75 360.725 2把3尺5寸 11.75 360.725

미광(尾廣) 1把9尺5寸 9.75 299.325 1把9尺5寸 9.75 299.325

조수(條數) 9장 　 　 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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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 비우는 가로 방향 널빤지 일곱 장을 대어 박는다. 배의 못은 참나무 못과 쇠못을 섞

어 쓴다. 고물비우의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널빤지 이음새에 키 꽂는 구멍을 뚫는다.

○ 배밑의 길이는 66자, 이물 쪽 너비는 11.5자, 허리 쪽 너비는 16자, 고물 쪽 너비는 

10.5자가 되고 뱃몸의 길이는 91자, 한 판의 너비는 22.5자가 된다.

○ 뱃몸이 완성된 다음에는 뱃전(삼판) 위에 멍에를 얹어 걸고, 그 위에 귀틀을 짜고 겻집

을 깔며, 겻집 위에 선실을 짓는다.

○ 뱃전(삼판) 위에는 15개의 멍에를 가로로 건다. 양쪽 삼판 바깥 쪽 멍에의 뺄목 위에 

신방(기둥을 세우는 밑도리)을 걸고 그 위에 난간 기둥을 세운 후 난간대를 건다.

○ 겻집 위에는 모두 14칸의 방을 배의 중앙을 중심으로 좌우로 들인다. 이물 돛대와 한

판 돛대를 세운다. 뒷간은 고물 맨 끝에 둔다.４)

이와 같이 문헌을 통한 조선통신사선의 전체적인 형태를 추정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회화자료를 통해서도 조선통신사선 구조, 형태 등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림 3 > 渡海船의 造船式圖

이 자료는 1811년(순조 11년)에 통신사 金履

喬(김이교) 일행이 타고 갔던 배가 大阪(오사

카)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린 그

림이다. 이 그림에는 닻과 노, 키 등이 선체와 

분리되어 상세히 그려져 있다. 그림 제목이 

『조선통신사선도』 이다. 일본 측 수행원이 그

린 이 그림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문이 기록되

어 있다.

“길이는 23~24칸(한 칸=3자), 너비는 6칸이고, 멍에는 각목으로 크고 굵다. 양쪽의 난간에는 칠을 

했다. 뱃전과 난간 사이에 노를 걸고 저었다. 이물과 고물이 조금씩 높다. 노는 소나무로 만들었는데 길

이가 길어서 풍랑에 부딪히면 자주 부러진다. 전체적인 형태는 매우 거칠다. 배가 큰 것에 비해 견고하

지는 않은 것 같이 보인다.”

４)  네이버 지식백과 『사견선』

『헌성유고』에 수록된 사견선의 설계도와 배를 건조하는데 필요한 재료, 제작 일정이 기록

되어 있다. 배밑, 삼판, 이물비우, 고물비우, 상갑판 등에 대한 나무의 치수와 필요 수량, 쇠

못의 종류와 수량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또한 배의 재원을 알 수 있는 길이, 너비 등

도 기록되어 있다.

<그림 1 > 渡海船의 造船式圖 <그림 2 > 渡海船의 上粧式圖

설계도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배밑은 너비가 한(一)자 반이 되는 네모진 통나무를 옆으로 열한 개를 잇고 가새(장삭)

를 박는다. 배밑 양쪽 가장자리에 일곱 쪽의 삼판(두께가 판마다 다르다)을 이어 붙인

다. 이물 쪽에 耳杉(귀삼) 한 장을 더 올려서 이물을 솟아오르게 한다. 삼판에 박는 못

은 섞어서 쓰는데, 바닷물에 잠기는 부분은 참나무 못을 쓰고, 반대로 마른 부분은 쇠

못을 쓴다.

○ 이물비우는 세로 방향으로 대어 막는다. 한가운데에 곡목을 세우는데 아래는 배밑 사

이에 꽂아 넣는다. 양 옆으로 각각 세 개의 곡목을 세운다. 가새를 옆으로 일곱 군데에

다 박아 잇는다. 쇠못, 꺾쇠, 거밀못, 대갈못, 넓적쇠 등을 함께 쓴다.

2018 해양 실크로드 무형유산 국제학술대회018 019선박, 항해 그리고 사람 Session 01 사례발표 01.  한국 전통선박의 조선기술



<그림 8 > 『朝鮮通信使船牽備前舟船行列圖』 1748년

조선통신사 선단의 모습을 그린 모사품이다. 조선통신사선 6척과 이들을 경호하는 일본 備

前藩(비전번)의 크고 작은 배 299척, 구경하는 사람들을 태운 배 2척 등 약 307척이 그려져 

있다.  

<그림 9 > 『朝鮮船入津之圖』

일본 화원이 돛을 달고 항해하는 사견선을 그

린 ‘조선선입진지도’라는 그림이다. 사견선의 

형태 구조를 묘사하였으며 승선 인원도 기록

하여 놓았다. 이 그림에서 조선통신사선의 규

모와 구조 형태를 확인 할 수 있다. 조선통신

사선의 크기를 千石船(천석선)이라고 하였고 

승선인원은 85명이고 그 외에 관원이 8명 더 

탑승하였다고 기록되었다.

조선통신사선의 규모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통신사선은 조선 최대 규

모인 대형전함(대맹선)급으로 알려져 있다. 1643년 정규통신사 5회 해당하는 조경(趙絅

:1586~1669)의 “동사록”에는 이런 묘사가 있다. 

“배 안에는 사신이 머무는 방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벽에는 연꽃을 그렸으며, 사면 벽에 있는 문에는 

붉은 칠, 흰 칠이 되어 있었다. 배 외편에는 용을 그린 큰 깃발이 하나 세워져 있고 글자를 수놓은 깃발

이 넷 이였으며, 뱃머리에 큰 북틀을 놓고 그 위에 북을 놓았다”

<그림 4 > 近江名所圖會 朝鮮聘使

『근강명소도회 조선빙사』는 1811년 그린 그림으로 조선

의 정사선이 돛을 펴고 항해하는 모습의 그림이다. 휘장 

아래는 정사가 있으며, 사행단과 선원들이 각기 맡은 직

무를 하는 모습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수면 위로 

5단의 외판이 보이고 가룡과 난간, 상장구조를 알 수 있

는 자료이다. 

<그림 5 > 1719년 9차 조선통신사 선단도 병풍(히로시마 현 후쿠야마 시 간나베 역사민속자료관 소장) 

1719년 9차 조선통신사 선단도 병풍은 세척의 조선통신사선이 그려져 있다. 특히 대·

중·소 크기를 다르게 묘사되어 있고 아래 2척의 작은 배가 마중 나온 곳으로 보면 일본 배로 

보인다. 이물비우에 조선인으로 보이는 선비가 북을 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하지만 『헌성

유고』 조선통신사선과는 다소 구조면에서 차이가 보인다. 

<그림 6 > 1711년 8차 조선통신사 선단 가미노세키 래항도          <그림 7 > 1763년 11차 조선통신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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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선통신사선 정사기선의 추정설계

1. 문헌속의 조선통신사선 정사기선 주요 치수에 대한 이해

조선시대 건축에 주로 사용되는 척도는 영조척이었다. 영조척은 건축과 토목, 조선(造船) 

및 조차(造車) 등 건축물이나 조형물을 만들 때 사용된 척도이다. 영조척은 명나라에서 사용

되던 척도로 주척(周尺)과 함께 널리 사용되었다. 한국에서는 고려 및 조선시대 초기까지는 

32.21cm를 1자로 했으나, 세조 12년(1466년)에의 개혁 시에 31.22cm로 바꾸어 사용해 

오다가 한말 (1902년)에 일제의 곡척으로 바뀌면서 30.303cm로 통용되었다. 

○ 세조 12년(1466년)에의 개혁시에 바뀐 영조척의 칫수 1尺(척)의 정확한 m의 기준

    - 김재근교수 저서 『한국의 배』 262page  영조척 1尺(척)=30.65cm

    - 이원식박사 저서 『한국의 배』 63page   영조척 1尺(척)=31.24cm

    - 18세기 영조시대의 표준척도(박흥수교수) 1주척=20.83cm, 1영조척=31.22cm

        ( 세조 12년(1466년)에의 개혁시에 31.22cm로 바꾸어 사용/한국과학재단, 우리

의 과학문화재,1997)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경국대전』에 의하면, 영조척 1척이 황종척(黃鐘尺)으로 0.899척에 해당된다고 하

였으며,『증보문헌비고』에는 1영조척이 0.899황종척, 1.499주척(周尺), 1.09조례

기척(造禮器尺), 1.15종서척(縱黍尺) 또는 1.18횡서척(橫黍尺)에 해당된다고 하였

다.６)

    -  1446년(세종 28)에는 황종관(黃鐘管)의 길이를 기준으로 영조척을 만들고, 그에 따

라 황종척·예기척·주척·포백척(布帛尺) 등을 동(銅)으로 주조하여 각 지방관청에 

보내어 표준척으로 삼게 하였다. 그런데 『세종실록』 오례(五禮)의 길례서례(吉禮序

例)에 도시된 조례기척의 길이는 28.9㎝이므로 이것으로 환산하면 황종척의 길이는 

６)  1980, 박홍수,  『도량형과 국악논층』 朴興秀先生華甲記念論文集刊行會

또한 1607년 임란 후 제 1차 통신사 부사로 따라갔던 조경의 『海槎錄(해사록)』 하권에는 

일행의 인원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다. 

“일행의 員役(원역)으로는 上使(상사)와 부사는 子弟(자제) 각 2명, 군관 각 7명과 奴子(노자, 종) 2

명, 羅將(나장) 각 4명, 吹手(취수) 각 6명, 小童(소동) 각 2명, 都訓導(도훈도) 각 1명이다. 譯官(역관)

은 6명, 醫官(의관)은 2명, 學官(학관)은 1명, 畵員(화원)은 1명, 書寫(서사)는 1명이며 그들의 종이 각 

1명이다. 旗牌官(기패관)은 4명, 小通事(소통사)는 4명, 吹笛(취적)은 1명이다. 上船(상선)이 2척인데 

沙工(사공)이 각 4명, 格軍(격군)이 각 1백 명이고, 下船(하선)이 2척인데 사공이 3명, 격군이 각 80명

이며, 小船(소선) 2척인데 사공이 각 2명, 격군이 각 10명이다. 이를 합산하면 504명이다. 

제12차 사행을 기록한 작자미상의 『동사록』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양 사신이 함께 선창에 가서 도해선 4척을 두루 살펴보니, 12기선은 통영에서 신조하고, 12복선은 

수영에서 신조한 것이다. 기선 위에는 좌우에 화란이 있고, 난외에는 붉은 주장을 드리우고, 중층에 판

옥이 15칸인데 왼쪽 제1칸은 상방이고, 그 위는 타루로 되어 있다. 조각한 난간과 곱게 색칠한 사다리

가 밝게 비치고, 또 서일군막을 치고 병풍과 의자를 놓아 사신이 멀리 바라볼 수 있게 하였다. 타루의 전

후에는 돛대를 두었는데 높이는 각각 15여 장에 이르고 위에는 표기를 달고, 또 목간을 세우고 정부자 

등 선호를 단다. 복선에는 천막을 치지 않고, 돛은 백목으로 하되 청색 테두리를 하고, 각각 정복, 부복

자 선호를 게양한다.

이와 같은 기록들은 조선통신사선의 화려한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다. 난간과 기둥 같은 곳은 조각

을 하여 아름답게 채화를 하였으며, 비단 자락으로 막을 내려치고 현란한 깃발을 세워 휘날리게 하였으

며, 특별히 돛은 목면으로 하고 그 변두리를 청색으로 테를 두른 점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배를 꾸

미게 된 것은 효종 때에 선체에 채화하기 시작하고, 숙종 때부터 목면범을 쓰기 시작하는 등 통신사행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나서부터였다.５)

５)  金在瑾, 『한국의배』,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 264~267쪽 

2018 해양 실크로드 무형유산 국제학술대회022 023선박, 항해 그리고 사람 Session 01 사례발표 01.  한국 전통선박의 조선기술



배 밑은 통나무의 사면을 다듬어 병렬로 연결하고 좌우 측면 모서리에 삼판을 차례로 붙여 

올린 구조이며, 외판 상단에는 튼튼한 멍에가 얹혀 상장의 구조를 보강하고 그 아래에는 양

현 외판재의 횡강력을 보강하기 위해 서로 연결하는 가룡목과 돛대를 보강하는 차가룡 및 구

레짝의 구조를 갖춘다.

경사형 선수미를 가지며 내부배치는 저판에는 격군의 침실과 식량, 항해기구의 창고로 구

분되며, 갑판에는 15개의 가목이 놓이고 판옥에는 좌현에 7실, 우현에 8실의 공간과 선미갑

판에는 화장실 및 사공 실을 갖춘 구조라 할 수 있다. 

4.  추정설계

조선통신사선 정사기선의 선형은 전통적인 한선의 구조와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

선후기 판옥선의 선형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판옥선처럼 연안선이 아니고 갑판실을 가지고 많

은 인원을 태워서 근해를 운항하는 원양선으로서 상장(상갑판 전체 길이)은 길고 원고(배의 

중앙부분 높이) 또한 높으며 고물비우와 이물비우의 현호가 큰 형태의 선형을 가지고 있다. 

앞서 살펴본 『증정교린지』의 도해선의 주요요목에 의한 주요 치수를 토대로 A형(부산해양박

물관)의 선형을 작성하였으며 숙종 37년(1711) 제8차 사행 때의 복선을 나타낸 『정덕원년신

사부선복 선파선지도』８)의 저판 형상을 토대로 B형의 선형을 설계하였다.９)

８)  金在瑾,『한국의배』,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 275쪽 

９)  조선통신사선 정사기선의 주요치수(1자는 30.65Cm) 

항목 A형 B형

전장(전체 길이) 111.12자 111.12자

상장(상갑판 전체 길이) 97.49자 97.49자

상두광(상갑판 앞부분 폭) 17.50자 17.50자

상요광(상갑판 중앙부분 폭) 31.00자 31.00자

상미광(상갑판 뒷부분 폭) 20.00자 20.00자  

판고(배뒷판 높이) 12.28자 13.04자

삼고(배앞판 높이) 11.96자 13.04자

원고(배의 중앙부분 높이) 10.00자 10.00자

본판장(배밑판 길이) 71.25자 79.68자

저판두광(배밑판 앞부분 폭) 10.50자 10.50자

저판요광(배밑판 중앙부분 폭) 12.25자 12.25자

저판미광(배밑판 뒷부분 폭) 10.00자 8.87자

저판후(배밑판 두께) 0.82자 1.24자

35.11㎝가 되고, 주척의 길이는 21.27㎝가 된다. 현재 덕수궁에 소장되어 있는 동

제 황종척의 실제 길이는 34.10㎝로서, 그것으로 환산하면 주척은 20.66㎝, 영조

척은 30.65㎝가 사용된다.７) 

따라서, 조선통신사선 정사기선 복원을 위해 기초설계에 앞서 앞의 글에 대한 자료를 토대

로 자문회의를 거쳐 1尺의 기준을 30.65㎝로 설정하여 설계하면 길이 34m, 너비 9.5m, 

높이 3m, 톤수 126톤으로 추정 된다. 

2. 기초설계

조선통신사 자료를 토대로 『증정교린지』의 「도해선척식」의 조선통신사 기선과 복선의 주요 

치수 중 정사기선의 치수를 적용하여 설계를 진행하였다. 또한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제작한 

조선통신사선 정사기선의 설계자료와 비교하기 위해 2가지의 선형으로 접근하여 설계가 이

루어졌다. 그 A형은 국립해양박물관에서 복원한 형태인 저판(배밑) 선수쪽에서 선미쪽까지 

수평을 이루는 선형, B형은 우리나라 수중에서 발굴된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의 저판의 형태

에 따라 선수와 선미를 적절한 각도를 가지고 치켜 올라간 형태로 설계하였다. 그리고 멍에

의 개수 및 기타 상갑판 관련 배치는 『헌성유고』에 수록된 사견선 평면도 기준으로 15개의 멍

에(가목) 배치하고 갑판실의 개수 및 배치형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는 “신미통신

일기”(순조11년제12차사행록)에 나타나 있는 선실은 15개이므로 좌현 7개, 우현 8개의 선

실을 배치하였다. 또한 1811년 『근강명소도해 조선빙사』에 나타나 있는 선실의 형태 및 배

치를 참조하여 설계도서 작성하였다.

3.  조선통신사선 정사기선의 기본구조

조선통신사선 정사기선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한선의 형태인 넓고 평평한 선저구조를 갖

춘 평저선이다. 저판이 평평하고 선수재와 선미재도 평탄하게 평면을 이루는 기본구조이다.

７)  1997, 한국과학재단, 『우리의 과학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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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 이상 승선(정원 72명)과 운항구역을 평수구역으로 설계되었다. 단, 학술복원 취지와 

부합되지 않아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KST(선박안전기술공단)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비상

시 안전을 위해 긴급하게 피항하거나 입·출항시 사용하기 위해 엔진을 장착하였다. 엔진 장

착으로 인한 시동 시 미세한 떨림 현상이 발생되므로 이를 보강하기 위해 현대선박에 설치되

는 횡보강재 및 FLOOR(간답), CENTER KEELSON을 설치하고 외판에는 FRAME(늑

골)과 격벽을 보강하였다. 선재는 소나무를 사용하되 규격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임업진흥원

에 임업시험을 의뢰하여 진행하였으며, 고착 못의 시험은 한국특수형강주식회사에 의뢰하여 

강도 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그림 12> 조선통신사 정사기선 KST(선박안전기술공단) 승인도면 

제작 순서는 저판, 선저갑판 횡보강재, FLOOR(간답), CENTER KEELSON, 선수, 

선미, 격벽, FRAME(늑골), 외판, 멍에, 갑판보, 돛대, 갑판, 호롱, 판옥, 치, 선미창고, 

계단, 선내 계단, 누각 순으로 제작되었으며, 제작방식은 옛 전통조선기술 도구(톱, 끌, 먹

통, 대패, 기역자 등)와 현대의 조선기술에 사용되는 연장(전동공구 : 동력엔진톱, 전동대

패, 전동드릴, 전동 원형톱 등)으로 제작되었다. 특히 기선 제작에는 13명이상 승선하는 여

객선으로, 항해구역을 평수구역으로 등록되는 선박이다. 우리나라 『선박안전법』 「여객선 규

정」목선의 구조기준법에 맞추어 제작되는 정사기선은 선재와 구조에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그 외 형태는 옛 모습의 형태로 제작되었다. 

제작과정을 정리하기에 앞서 목선의 구조기준에 의거한 근 현대의 방식과 옛 전통방식으

<그림 10> A형 조선통신사 정사기선 선도 및 일반 배치도 

<그림 11> B형 조선통신사 정사기선 선도 및 일반 배치도 

Ⅳ. 조선통신사선 정사기선의 조선기술

설계된 자료를 토대로 2017년 6월부터 조선통신사선 재현을 알리는 배짓기 고사를 시작

으로 진행되었으며 2018년 2월 멍에를 올리는 상량고사를 올렸다. 10월 26일은 기선을 물

에 띄우는 진수식이 개최 될 예정이다. 재현되는 기선은 길이 34m, 너비 9.5m, 높이 3m, 

톤수 137톤로 실제 운항 할 수 있는 선박으로 재현된다. 2016년 실시설계 당시 재현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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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상부에 저판을 고정하는 횡보강재 54개, FLOOR(간답) 종으로 4열, CENTER 

KEELSON 종으로 중앙에 1열이 설치하면 저판연결이 완료된다. 그 이후 한 번 더 뒤틀림과 

갈라짐을 방지하기 위해 광명단(光明壇)을 도포하여 외부로부터 차단시켜 변형을 방지한다.  

선수재의 구조는 형상은 곡면 형상으로 세로로 총 11열로 연결되었다. 1822년 사견선 기

록인 『헌성유고』에 조선식(造船式) 도면과 건조과정의 내용이 기록１０)되어 있어 그 과정과 동

일하게 중앙 선수부재의 곡목이 좌·우 선수부재 길이보다 더 크게 하여 선수쪽 저판 중앙부

재와 서로 연결하였다. 이는 선수와 재현선의 전체 선형을 결정하며, 항해 시 선수부 조파저

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형이라 할 수 있다. 사용된 선재는 대부분 100년에서 130년 자생

한 소나무로 원구지름 80㎝정도가 사용되었으며 중앙부재는 150년 자생한 소나무가 사용

되었다. 특히 선수부재는 곡(휨)이 가장 크고 두꺼운 소나무가 사용되었다. 외판과 연결되는 

좌·우 측면의 형태는 11단의 외판을 올리기 위해 ‘톱니바퀴’ 홈 턱 만들기 위해 ‘L’자형 턱을 

만들어 놓는다. 연결에는 측면에서 배못 홈을 뚫어 긴 볼트로 연결한 후 내면에는 FRAME 

6개를 가로로 설치하여 선수부재를 한 번 더 보강하는 방식의 구조로 연결하였다.

아마 조선통신사선 정사기선(재현선) 제작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아

마도 중앙 선수부재를 확보하는 과정이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다. 

１０)   “이물비우는 세로 방향으로 대어 막는다. 한가운데에 곡목을 세우는데 아래는 배밑 사이에 꽂아 넣는다.” 

로 제작된 과정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전통 조선기술로 제작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객선 목선박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이점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저판의 구조는 총 12열을 갖추며 서로 연결되는 구조이다. 선재는 100~150년 정도 자생

한 원구지름 50~60㎝ 소나무가 사용되었다. 총 61그루 중 선수와 선미는 곡(휨)이 있는 선

재 24그루가 사용되었다. 선재는 2년 정도 자연 건조된 선재와 1주일 인공건조 및 1년 자연

건조 건조된 선재를 사용하였으며 선재의 수분 함수량은 15~21% 정도 건조된 상태를 선재

를 통해 제작되었다. 또한 소나무를 갉아먹는 선충이 있어 선재 보호를 위해 훈증처리가 이

루어 졌으며, 소나무가 선체의 부재로 만들어지면 뒤틀림과 갈라짐 등을 방지하는 액상물질

인 발수제(撥水劑)를 발라 선재내의 수분이나 치수 변화를 방지하였다. 서로 이음은 ‘빗턱이

음(Oblique butt joint)’의 구조로 빗턱이음부 길이는 100~120㎝ 내외로 이음 되었다. 

빗턱이음의 방식은 크기에 맞추어 재단된 부재의 양끝을 메로 쳐서 최대한 밀착시킨 후 빗턱 

이음부의 이격(離隔) 여부를 확인하고 이격이 생겼을 경우 이를 없애기 위해 조임쇠를 사용

하여 최대한 밀착시키고 톱을 사용하여 이격된 틈에 톱날을 넣고 반복해서 많이 닺는 부분을 

썰어주면서 이격 부분을 붙이는 방식의 조선기술이 구사되었다. 보정이 완료되면 최대한 밀

착하여 조임쇠로 고정시킨 후 측면에서 저판재를 관통하는 배못 구멍을 뚫어 긴 볼트를 박아 

조립하는 방식으로 결속하였다. 연결은 동일한 방법으로 12열을 연결한 후 수밀구조인 박을 

치고 퍼티를 틈에 메워 주는 과정을 거친다.

선재 훈증 저판 가공 수밀작업 광명단 도포

저판 횡보강재 연결 FLOOR(간답) 및 CENTER KEEL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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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에의 구조는 선수 덕판멍에와 선미 고물멍에를 포함한 총 17개가 외판 11단에 얹

혀 결속된다. 선재는 100~150년 정도 자생한 원구지름 80㎝, 말구 지름 50㎝, 길이 

12~13.5m 크기의 직재(直材) 17그루가 멍에에 사용되었다. 형태는 정사각형이며 외판과 

걸침턱맞춤으로 서로 결속되는 구조로 뱃전 바깥으로 80㎝ 정도 도출시켜 난간과 노가 설치 

될 수 있는 한다. 멍에 간격은 3m 간격으로 설치된다. 3m 간격은 노의 설치 거리와 판옥 공

간 구획을 나누는 기둥의 거리, 문짝의 너비 등을 감안하여 3m 간격으로 설치된다.

갑판보의 구조는 갑판을 올리기 위해 멍에와 맞춤되는 구조 부재이다. 정사각형의 형태로 

크기는 20×20㎝이다. 갑판보는 멍에에 걸치는 구조이다. 선박은 빗물이 선박의 수명을 좌

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빗물이 갑판 틈을 타고 밑으로 들어가 이음부 또는 맞춤부

에 물이 고이면 부식을 초래하기 때문에 선박에서는 물이 닫는 부위는 턱이음과 같은 이음기

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목조건축과 다르다.

돛대의 구조는 2개의 이물돛대와 중앙 허리돛대가 설치된다. 선재는 소나무보다 강한 소

나무과속 낙엽송이 사용되었다. 낙엽송은 80~100년 정도 자생한 원구지름 70㎝, 말구 지

름 20㎝, 길이 20m 크기의 직재(直材) 2그루가 돛대에 사용되었다. 돛대를 보강하는 구레

짝은 소나무로 100~150년 정도 자생한 원구지름 80㎝, 길이 7m 크기의 직재(直材) 6그루

격벽의 구조는 「목선의 선체구조기준」에 의해 객실, 기관실, 유류탱크, 물품 보관고 등에 따

라 총 7개의 격벽이 설치된다. 격벽에 사용되는 선재는 70~100년 된 비교적 반듯한 소나무로 

길이 11m, 지름 45㎝ 이상이 사용되었다. 총 7개의 공간으로 6개의 격벽이 설치되었다. 

선미부재의 구조는 격벽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결되었으며 선미에 사용되는 선재는 

100~130년 된 비교적 반듯한 소나무로 길이 6m, 지름 50㎝ 이상이 사용되었다. 연결 이

후 선재의 변형을 막기 위해 발수제와 광명단을 도포 하였다.

외판의 구조는 총 11단을 갖추며 배의 형태를 만든다. 선재는 100~130년 정도 자생

한 원구지름 50~60㎝로 곡(휨)이 있는 50그루 선재 사용되었다. 선재는 선형을 갖추기 위

해 휨이 많고 굵기가 큰 선재가 사용되는 것은 외판은 배의 선형에 따라 휘어져 무어올라가

기 때문에 곡(휨)을 가진 선재를 선별하여 사용되어야 연결 시 자연적인 자생의 휨을 그대로 

활용하면 터지거나 갈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외판 각 단의 이음방식은 ‘빗턱이음(Oblique 

butt joint)’의 구조로 이음 되어 각 단을 이룬다. 각 열의 연결방식은 ‘홈붙이 겹이음(Ra-

betted clinker-built)’ 방식으로 무어 올리면서 뱃전을 갖춘다. 이 때 함께 이루어진 구

조가 FRAME과 격벽이다. 외판을 무어 올리기 위해 선행되는 과정으로 격벽을 설치하고 

FRAME을 일부 구간에 설치하여 외판의 휨과 함께 무어 올릴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한다. 

외판이 11단까지 무어 올려 지면 FRAME은 40㎝간격으로 좌현 54개 우현 54개가 설치되

어 외판을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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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여 한층더 화려하게 의장하였다. 판옥 위 우측 선수 방향에 누각을 설치하여 정사가 직

무를 보고거나 입출항시 관망하던 누각이 설치된 구조로 제작되었다. 특히 누각 위 차일은 

조립식의 구조로 확인 되었다.

치(키)의 구조는 ‘치체’, ‘치분’, ‘창나무’

로 구성된다. 창나무는 치체에 끼워 배

의 방향을 제시하는 구조로서 지금까지 

알려진 창나무의 구조는 치잡이가 앞쪽

에 서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제작되

거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조선통신사 정사기선 견비전주선행렬도』, 『조선선입진지도』 의 회

화자료에는 창나무 구조는 뒤쪽에 치잡이가 위치하여 사공이 서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선미 창고는 판옥과 같은 형태를 갖추며 난간을 두어 판옥과 서로 조화롭게 하여 기선의 

선형을 고풍스러운 미를 갖추게 의장하였다.

가 구레짝에 사용되었다. 돛대는 가급적 나무 속 심재부분을 사용하면 돛대 수명이 오래 간

다고 한다. 또한 돛대 밑 부분은 구레통에 닺지 않고 5~10㎝ 띄워 설치한다. 이는 갑판보에

서 소개한 것과 같이 빗물이 돛대를 타고 내려와 돛대 끝 부분에 물이 고이면 부식하기 때문

에 구레통과 서로 연결하지 않는다. 뿐만이 아니라 돛대를 눕히고 세울 때 편리하기 위해 공

간을 두기도 한다.  

갑판의 구조는 원지름 45㎝이상과 길이 5m이상 되는 소나무를 두께 9㎝로 제재하여 적

심부위를 사용하였다. 적심부위가 많은 부분을 선별하여 사용하는 이유는 송진을 머금고 있

어 부재가 단단하며 선재로서 수명이 오래가기 때문이다. 또한 갑판부재를 멍에와 보에 올릴 

때 나무 결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 수명 및 개보수 시점이 다르다. 심재부분을 

위로하여 올릴 경우 결따라 판재 양쪽 끝 부분이 위로 뒤틀림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변재부

분을 위로하는 선재 할용법을 알 수 있다. 

판옥의 구조는 갑판위에 설치하는 구조로 전통 목구조와 동일하다. 덕판멍에서부터 3번

째에 위치한 멍에를 시작으로 11번째 멍에까지 판옥이 위치하며 총 33개의 기둥을 통해 형

태를 만들고 板材(판재)로 벽면을 만들어 벽화를 그릴 수 있도록 하였다. 내부로 들어가는 문 

15개를 설치하고 판옥 위로 올라가기 위해 선수방향 좌측 계단과 선미방향 우측 계단을 설치 

구조이다. 내부에는 갑판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 3개의 계단이 설치된다. 판옥위에 난간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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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①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형과 전체 선형을 결정짓는 구조가 확인되었다. 선수부

재 중 중앙에 위치한 부재가 선수의 선형을 결정하며, 항해 시 선수부 저판의 조파저항

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형을 찾아내었다. 지금까지 통신사선은 그냥 평저형으로 알려져 

있고 선형과 연결구조에 대해서는 연구하거나 언급한 사례가 없다. 본고는 통신사선을 

복원하기 위해 설계도면을 24회 거쳐 수정하면서 찾아낸 선형이라 할 수 있다. 이 선

형은 1822년 사견선 기록인 『헌성유고』에는 조선식(造船式) 도면과 건조과정의 내용이 

일치한다. “ 이물비우는 세로 방향으로 대어 막는다. 한가운데에 곡목을 세우는데 아래

는 배밑 사이에 꽂아 넣는다.” 기록이다. 이와 같은 기록과 조선식 도면을 근거로 중앙

부재의 곡목의 선형을 찾기 위한 조선공학적으로 접근해 보았다. 먼저 앞에서 언급한 

선형을 A형과 B형으로 나누어 유체성능해석 결과 만재상태와 경하상태에서 2Knot부

터 6Knot까지 수치계산을 해보면 B형 통신사선의 저항 성능이 A형 통신사선보다 우

수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파저항(CW) 성분인 선수부의 파고높이를 보

면 A형 통신사선의 파고가 급격히 떨어졌다가 올라왔으나, B형 통신사선은 A형보다 

완만하게 떨어졌다 올라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점성압력저항(CVP)의 성분의 주

요 요인인 선수부의 압력분포에서도 A형이 B형보다 양압과 음압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조파저항과 압력점성저항 성분의 합으로 나타나는 압력저항(CP)이 B

형보다 A형이 크게 계산되었다. 이와 같이 유체성능해석에서도 파형과 선체압력이 적

은 『헌성유고』 조선식구조로 선형을 유추하여 접목한 결과 선수부재 중 중앙에 위치한 

부재가 선수의 선형을 결정하며, 항해 시 선수부 저판의 조파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형을 갖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선수부재를 연결하는 방법이 확인되었다. 최근 태안 마도해역에서 발굴된 마도4호선(

조선시대)의 선수부재 연결방식이 확인됨에 따라 최근까지 『근강명소도회 조선빙사』, 

『조선통신사 정사기선도』 회화자료 속 통신사선 선수부재에 박혀있는 나무구조에 대해 

해석이 불가능 하였으나 마도4호선을 통해 나무구조가 선수부재를 관통하여 외판과 연

결되며 가룡에 박혀 고착되는 구조를 찾아내었다. 

③  기선의 판옥과 창고 사이에 147명의 식사를 준비하는 취사공간의 구조가 확인되었다. 

Ⅴ. 맺음말

2015년부터 시작된 통신사선의 원형 연구는 『증정교린지』의 「도해선척식」과 『계미수사록』

의 「정사기선의 주요요목」 치수를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며, 선형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전시되고 있는 통신사선 1/20축소 모형, 각 박물관 및 전시관, 개인소장의 모형자료 그리고 

최근 부산 해양박물관에서 제작된 1/2모형 설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A형 그리고 우리나라 수

중에서 발굴된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 저판선형, 『헌성유고』에 수록된 사견선을 바탕으로 한 

B형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멍에의 개수 및 기타 상갑판 관련 배치는 『헌성유고』에 

수록된 사견선 평면도 기준으로 15개의 멍에(가목)를 배치하였다. 갑판실의 개수 및 배치형

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는 『신미통신일록(莘未通信日錄)』１１)에 나타나 있는 선실

은 좌현 7개, 우현 7개와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 1개를 참고하여 배치하였다. 또한 『근강명소

도해 조선빙사』(1811년)에 나타나 있는 선실의 형태 및 배치를 참조하여 설계도서 작성하였

다. 이를 통해 확인된 조선통신사선 정사기선의 기본구조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한선의 형태

인 넓고 평평한 선저구조를 갖춘 평저선이며 선수·미 선형은 배가 파도를 일으키며 항해 중 

생기는 조파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완만하게 휘어 올라가는 형태를 갖춘다. 선수구조와 선

미구조 형태는 평탄한 평면을 이루는 기본구조를 갖추며, 배밑은 통나무의 사면을 다듬어 병

렬로 연결하고 좌우 측면 모서리에 삼판을 차례로 붙여 올린 구조이다. 외판 상단에는 튼튼

한 멍에가 얹혀 판옥 구조를 보강하고 그 아래에는 양현 외판재의 횡강력을 보강하기 위해 서

로 연결하는 가룡목과 돛대를 보강하는 차가룡 및 구레짝의 구조를 갖춘다. 이와 같은 기초

적 구조와 한국과 일본에서 소장하고 있는 회화자료인 『근강명소도회 조선빙사』, 『조선통신

사 정사기선도』, 『조선통신사 정사기선견비전주선행렬도』, 『조선선입진지도』 등의 자료, 숭

실대학교 조규익교수와 한국문예연구소 정영문연구팀장이 저술한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 

총서 12』의 자료를 통해 새로운 구조가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해 확인된 몇 가지 사례를 언급하면서 맺음말을 대신하여 갈음하고자 

１１)  1811년(순조11) 제12차 사행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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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발표자는 두 회화자료에서 나타나는 구조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하였다. 결론은 통신사선의 길이, 운항체계, 상장의 구조, 판옥의 구

조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첫 번째 통신사선 크기 중 길이는 34m이다. 길이가 길

면 치 조정이 어렵고 전방 시야(視野) 확보가 어렵다. 두 번째 판옥의 구조로 『신미통신

일록』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선실(좌현 7개, 우현 7개,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 1개)의 

구조를 갖추며 2m이상 높게 설치된다. 이 또한 전방의 시야(視野) 확보 할 수 없다. 세 

번째 선미에 설치되는 판옥의 구조이다. 선미에 설치된 판옥에서 창나무가 앞쪽에 설치

되면 판옥이 가려 시야확보가 안되며 작은 공간에서 치의 회전 방향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판옥선이나 거북선에서 착안 하였다. 판옥선과 거북선은 치 조

정은 신호체계방식으로 운항되기 때문에 통신사선 또한 치의 운형체계가 신호에 의해 

조정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회화자료와 동일하게 뒤쪽에서 치잡이가 서서 방향을 제

시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 결과 치의 회전 방경은 180도까지 확보되었으며 특히 

좌우 시야가 확보되었다.

⑦  통신사선에 도채된 단청은 조선시대 문화상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당대 유행하는 화풍

이 벽화로 장식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통신사선 단청이 무슨 단청으로 되어 

있는지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본 발표자도 또한 크게 생각하

지 않았다. 통신사선의 단청은 제5차(1643년) 사행부사 조경의 「동사록(東槎錄)」, 제

9차(1719년) 사행단 제술관 신유한의 「해유록(海遊錄)」에 수록되어 있으며, 『근강명소

도회 조선빙사』, 『조선통신사 정사기선도』 회화자료 속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우리나라 단청 전문가에 의하면 『근강명소도회 조선빙자』 회화자료에는 선실 벽체에는 

화조, 영모, 절지, 산수 등의 내용이 담긴 벽화가 들어가 있으며, 누각 하단의 경우는 

‘모로단청’, 선실은 ‘가칠단청’, 머리초는 주화를 주문양으로 하는 ‘단자머리초’ 형태가 

확인된다고 한다. 또한 선실의 기둥·난간과 창호는 적색과 청색으로 가칠하여 표현되

어 있는 『근강명소도회 조선빙사』 회화자료에서 엿 볼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하였다. 선

수의 용모양 그림 또한 회화자료를 바탕으로 황룡 형태로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따라서 통신사선은 국가에서 제작하여 운영하는 선박으로 국왕의 국서

를 전하는 중대한 역할에 활용됨으로 위상과 화려하게 장식한 궁궐단청으로 도채 되었

1763년 시행선단 6척 중 통제영에서 건조한 4척의 건조과정은 『계미수사록』 3~10쪽

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 중 10항에 선내 취사용 풍로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 기록과 일

치하는 『근강명소도회 조선빙사』, 『조선통신사 정사기선도』 회화자료에 잘 나타나 있

다. 이러한 시설과 재료는 배의 톤수를 달리 할 수 있는 근거이며, 새로운 구조가 확인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연안에서 운행되는 목선박(고려와 조선시대 조운선, 청자운

반선 등)으로 대부분 중앙 돛대 앞쪽에 취사공간을 두었다. 하지만 외해(外海)로 나가

는 통신사선의 경우는 선미부 상부에 별도로 취사공간을 두었다는 점이다.

④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의 구조가 확인되었다. 기존 선실은 총 15객실로 좌현 7개, 우현 

8개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근강명소도회 조선빙사』, 『조선통신사 정

사기선도』 회화자료에서 좌현 7개, 우현 7개로 구성되고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 1개가 

확인되었다. 좌현의 경우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을 것

으로 추정되지만 회화자료에서는 우현만 보여주고 있어 우현 7개, 좌현 7개로 설정하

였다.

⑤  선미부의 판옥의 구조가 일체형의 구조에 난간을 두었으며 난간 아래 창고와 키(치) 구

조 등이 설치되는 구조를 찾아내었다. 이 또한 『근강명소도회 조선빙사』, 『조선통신사 

정사기선도』 회화자료에서 확인되었다. 기존 모형은 두 개로 분리된 판옥의 구조를 갖

추며 중앙에 기형적인 키와 선다리를 설치되어 있다. 2008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5

척의 재현선을 제작하여 항해실험 결과 키의 구조는 사람이 구동할 수 있는 높이 즉 상

부로 도출되는 치체는 최고 120㎝ 이내로 설치되는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전시되고 있는 통신사선 1/20축소 모형과, 부산 해양

박물관에서 제작된 1/2모형에 접목된 치체 길이는 배의 규모에 비해 너무 크게 제작되

어 움직일 수 없는 구조로 제작되어 있다.

⑥  치의 구조 중 손잡이인 ‘창나무’의 구조가 확인되었다. 치(키)의 구조는 ‘치체’, ‘치분’, 

‘창나무’로 구성된다. 그 중 ‘창나무’ 구조가 다르게 나타난다. 창나무 는 치체에 끼워 배

의 방향을 제시하는 구조로서 지금까지 알려진 창나무의 구조는 치잡이가 앞쪽에 서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제작되거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조선통신사 정사기선 견비전

주선행렬도』, 『조선선입진지도』 의 회화자료에는 창나무 구조는 뒤쪽에 치잡이가 서서 

2018 해양 실크로드 무형유산 국제학술대회036 037선박, 항해 그리고 사람 Session 01 사례발표 01.  한국 전통선박의 조선기술



『 참고문헌 』

  - 김재근, 1994, 『한국의 배』, 서울대학교 출판부

  - 박흥수, 1980, 『도량형과 국악논층』, 朴興秀先生華甲記念論文集刊行會

  - 한국과학문화재단, 1997,  『우리의 과학문화재』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0, 『조선시대 그림 속의 옛 배』

  - 숭실대학교 한국문예연구소 학술총서 4, 2010,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 12』, 學古房

  - 문화재청, 2014, 『통신사기록 조사, 번역 및 목록화 연구』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5, 「조선통신사 정사기선 복원설계 용역보고서」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5, 「조선통신사 정사기선 복원실시설계 용역보고서」

  - 네이버 지식백과 『사견선』,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732736&cid=49358&categoryId=49358

  - http://luckcrow.egloos.com/2459989

  - http://luckcrow.egloos.com/2460143

  - http://luckcrow.egloos.com/2460517

  

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김홍도(1745년~) 18세기 『평안감사향연도월야선유(平

壤監司饗宴圖月夜船遊)』 평안도 관찰사 부임을 환영하기 위해 연회를 그린 기록으로 평

양감사가 탄 배에도 화려한 단청이 도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충분히 가능 할 것으로 

여겨진다.  

⑧  파도 막이 또는 물막이 구조가 확인되었다. 좌우 측면 뱃전을 중심으로 바깥에 위치한 

난간과 노를 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위치에 『근강명소도회 조선빙사』, 『조선통신사 

정사기선도』 자료에서 파도막이 판의 구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된다. 파도막이 

구조는 처음으로 확인되는 구조로 일본을 건널 때 돛을 이용하여 항해하기 때문에 바람

이 있는 날을 택해 항해한다. 바람은 좋으나 파도는 비교적 높기 때문에 파도로부터 많

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파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안한 구조라고 추정 할 수 있

다. 또한 격군에 방해되지 않게 이동 할 수 있는 통로 사용 할 수 있으며 갑판으로 들어

오는 물을 차단하는 구조로 엿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이와 같은 새로운 구조를 밝혀 조선통신사선 정사기선의 구조를 한층더 원

형에 가깝게 접근하였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자하며, 본 자료가 조선통신사선 정사기선 뿐만

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한선 연구에 활용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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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The ships of Joseon Tongsinsa (diplomatic mission to Japan), a symbol of cultural ex-
change between Joseon and Japan, became the subject of a study as part of an academic restoration 
project that examines government-built ships as a means to unveil the original form of Joseon war-

ships, including the panok ship and turtle ship.

Joseon Tongsinsa refers to an official diplomatic mission that was dispatched from the 
Joseon government to the Japanese shogun during the Joseon period. In the wake of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severed. Subse-
quently, upon overthrowing the rule of Toyotomi Hideyoshi and seizing the shogunate, Tokugawa 
Ieyasu repeatedly requested the restor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Joseon. As a result, in 1607, 
the Korean government resumed sending its envoy to Japan. For approximately two hundred years 
until 1811, there was a total of 12 diplomatic missions to Japan, which played a pivotal role in 
peacebuilding and cultural exchang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mission consisted of a large 
group of 450 to 500 personnel, including three official envoys—the chief envoy, deputy envoy and 
documentary official—who were in charge of discussing pending political and diplomatic issues, 
along with painters, doctors, interpreters and pharmacists. The ships that transported the mission 
between Joseon and Japan were called tongsinsaseon (ships of the Joseon mission). The Tongsinsa 
ships generally formed a fleet of six ships, attaching two to each envoy, one referred to as giseon 
for the envoys and their entourage and another called bokseon for the other personnel and cargo. 
According to historical records, jeongsa giseon, or the ship carrying the chief envoy, was built to be 
larger than the others, and decorated with colorful yet graceful decoration of dancheong (colorful 
decorative patterns of a traditional Korean style, used on wooden buildings or objects) in order to 
demonstrate the dignity of Joseon,１) although this was not a requirement. Accordingly, the chief 
envoy vessel can be discerned to have been the best and largest of its kind, built with the best ship-
building technology available at that time in Joseon. Therefore, this paper deals with the results of 
research focusing on identifying the original form of the chief envoy vessel as the most technologi-
cally advanced among Tongsinsa ships. 

This study aims to restore the original from of the Joseon diplomatic ship through the fol-
lowing process: 2D and 3D modeling based on the basic design and blueprints; hydrostatic and 
hydrodynamic analysis; and construction of a model ship. In this process, the study made references 
to various papers including a study on ship structure and hull design of underwater excavations; a 

１)  This is depicted in detail in Jubangruseonseol (晝舫樓船說, View of Ship Appearance from the Watchtower 
during the Day) of Dongsarok (東槎錄, Record of 1643 Korean Mission to Japan) authored by Jo Gyeong, the 
deputy envoy in the 5th Tongsinsa in 1643. 

International Symposium on Intangible Heritage along the Maritime Silk Road040 041Ship, Navigation and People Session 01 Presentation 01.  Traditional Shipbuilding Technology of Korea



study on ship structure and construction technology in literature; analysis of model ships in private, 
gallery and museum collections; and analysis of Japanese paintings. In addition, it has presented its 
research outcomes over three years; under the title ‘Estimated Design for the Restoration of Joseon 
Tongsinsa Ships’ at the 2016 National Congress of Scholars of Maritime Culture; ‘Restoration and 
Use of Joseon Tongsinsa Ships’ at the 2017 National Congress of Scholars of Maritime Culture; 
and ‘Construction of Tongsinsa Ships (Replica)’ at the 2018 National Congress of Scholars of Mar-
itime Culture. As the blueprints prepared in 2016 were not fully complete, they have been revised 
approximately 24 times in order to reflect the new findings into the design. The blueprints continue 
to undergo revisions throughout the ongoing construction process. 

This paper briefly reviews the results of the study on the restoration of the chief envoy 
vessel, more specifically its structure as identified in academic research and the hull form based on 
underwater excavations and literature, hydrostatic and hydrodynamic analysis and construction.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resenter is responsible for the restoration of ancient ships and traditional 
Korean ships discovered through underwater excavations at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
itime Cultural Heritage. He has participated in restoring three ancient ships２) from wrecked remains 
discovered at sea, which are currently on permanent exhibition. With regard to Korean traditional 
ships, or hanseon, he has studied five small and large ships originating from Goryeo to the modern 
period,３) creating their design blueprints and producing full-sized models or replicas to be present-
ed as exhibition materials of maritime culture. Rather than simply making the model or replica, he 

２)　 The Sinan Ship, a 14th-century Chinese merchant ship (restored in 1976-1984); Wando Ship of 12th-century 
(restored in 1983-1984); and Dallido Ship of 13th-14th centuries (restored in 1995)

３)　 
Year of 

Production
Ship name

Size (m)
(length x width x depth)

Description

2008
Seohae 
jokijabijungseonmangeoseon
(Croaker fishing boat in the West Sea)

15.16×4.93×2.06
Croaker fishing boat in the waters around Ganghwa 
Island in the mid-Joseon era

2009 Onnubiho (Celadon transport ship) 19×5.8×2.2
Replica model of the Goryeo shipwreck excavated in 
Daeseom Island, Taean

2010
Bonghwangho (Earthenware jar 
transport ship)

17.9×5.4×1.9
Transporting earthenware jars from Chillyang, Gangjin 
County until 1980

2011
Jounseon
 (Joseon-era tax transport ship)

24×8.8×3.3
Replica ship built based on 1797 Gakseondobon (各船圖

本, Book of Ship Plans)

2014 Mado ship no. 1 15.26×6.5×3.2
Replica model of the Goryeo tax transport ship 
recovered in the sea around Mado Island, Taean

aims to elevate the awareness of traditional Korean ships by participating in navigation technology 
research, use of educational materials, trial cruises of historical ships and local government events. 
In addition, he documents the procedures involved in restoring and replicating these ships, along 
with the traditional Korean shipbuilding technologies used, while also providing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These efforts contribute to preserving and transmitting the shipbuilding 
tradition of Korea, by such means as discovering shipwrights and helping them to be designated as 
intangible culture heritage. 

II.  Structure and Design of Joseon Tongsinsa Chief Envoy Vessels in 
Literature and Paintings

The Joseon Tongsinsa can be found in various records and materials including Gyemisusa-
rok (癸未隨槎錄, 1763 Travelogue of Japan), Jeungjeonggyorinji (增正交隣志, Record of Joseon 
Diplomatic Relations with Japan in 1802), Sahaengrok (使行錄, Record of Diplomatic Missions) 
as well as paintings on folding screens from Korean and Japanese collections. In addition, Heon-
seongyugo (軒聖遺稿, Record of Plans and Materials for Joseon Diplomatic Ship) aids the under-
standing of ship construction at the time, although it does not deal specifically with Joseon Tongsin-
sa ships as it was published in 1822, two decades after the 12th and final Joseon Tongsinsa. 

1763 Travelogue of Japan details the specifications, dimensions and construction pro-
cesses of four ships built by the Regional Naval Headquarters or Tongjeyeong. On the other hand, 
the 5th volume of Record of Joseon Diplomatic Relations with Japan in 1802 details the number 
of personnel in the Joseon Tongsinsa group, as well as ship specifications and dimensions in Do-
haeseoncheoksik (渡海船隻式, Main Dimensions of Joseon Tongsinsa Ships). Discovered in 
Goseong, Gyeongsangnam-do in 1972, Record of Plans and Materials for Joseon Diplomatic Ship 
provides the record of the diplomatic ship sent to Tsushima in 1882 (22nd year of Sunjo’s reign), 
which allows insight into the construction of traditional Korean ship at that time, although it does 
not mention Joseon Tongsinsa ships. In addition, paintings and illustrations from Korean and Jap-
anese collections show the shape and structure of the vessels and decorative dancheong, including 
Chōsen tsūshinshi ezu (朝鮮通信使船圖, Painting of Joseon Tongsinsa Ship) in the collec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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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gth of multi-round 
stem

3 pa 1 cheok 5 
chon 15.75 483.525 3 pa 1 cheok 5 

chon 15.75 483.525

Upper 
deck

Length 19.5 pa 97.75 3000.925 19.5 pa 97.75 3000.925

Breath at 
bow 3.5 pa 17.5 537.25 3.5 pa 17.5 537.25

Breath at 
midship 6 pa 2 cheok 31 951.7 6 pa 2 cheok 31 951.7

Breath at 
stern 4 pa 20 614 4 pa 20 614

Hull plank
Height 2 pa 10 307 2 pa 10 307

Number 8 8

Bulwark plating 2 pa 1 cheok 10.5 322.35 2 pa 1 cheok 10.5 322.35

Items
Deputy envoy’s giseon Middle-sized ship

cheok cm cheok cm

Bottom 
plate

Length 13.5 pa 67.5 2072.25 13.5 pa 67.5 2072.25

Breadth at 
bow 2 pa 1 cheok 10.5 322.35 2 pa 1 cheok 10.5 322.35

Breadth at 
midship

2 pa 3 cheok 5 
chon 11.75 360.725 2 pa 3 cheok 5 

chon 11.75 360.725

Breadth at 
stern

2 pa 3 cheok 5 
chon 9.75 299.325 2 pa 3 cheok 5 

chon 9.75 299.325

Number 9 9

Length of multi-round 
stem

3 pa 1 cheok 5 
chon 15.75 483.525 3 pa 1 cheok 5 

chon 15.75 483.525

Upper 
deck

Length 18 pa 4 cheok 92 2824.4 18 pa 4 cheok 92 2824.4

Breadth at 
bow 3.5 pa 17.5 537.25 3.5 pa 17.5 537.25

Breadth at 
midship 6 pa 1 cheok 30.5 936.35 6 pa 1 cheok 30.5 936.35

Breadth at 
stern 4 pa 20 614 4 pa 20 614

Hull 
plank

Height 2 pa 10 307 2 pa 10 307

Number 8 8

Bulwark plating 2 pa 1 cheok 10.5 322.35 2 pa 1 cheok 10.5 322.35

the Museum of Modern Art, Shiga; Ōmi meisho zue Chōsen heishi (近江名所圖會 朝鮮聘使, 
Joseon Tongsinsa from Omi Series of the Famous Views of the Sixty-odd Provinces) at the Korea 
National Maritime Museum; and Chōsen tsūshinshisen ken Bizen shūsen gyōretsuzu (朝鮮通信

使船牽備前舟船行列圖, Procession of Japanese Ships from the Bizen Province to Guide Joseon 
Tongsinsa Ships) of 1748. Also, the structure of the rudder can be identified in Chōsensen Nyūshin 
no zu (朝鮮船入津之圖, Painting of Joseon Ship Entering into Port) in the collection of the Keio 
University. 

Table 1 below indicates the main dimensions of giseon and bokseon ships used by the chief 
envoy, deputy envoy and documentary official, according to Record of Main Dimensions of Joseon 
Tongsinsa Ships. In terms of measurement units, 1 pa (把) is equal to five yeongjocheok and 1 
yeongjocheok equals 30.65 cm. Given the fact that yeongjocheok was not mentioned in Tongmung-
wanji (通文館志, Record of Joseon Diplomacy) published in 1720 (46th year of Sukjong’s reign), 
although it was mentioned in Record of Joseon Diplomatic Relations with Japan published in 1802 
(2nd year of Sunjo’s reign), Record of Main Dimensions of Joseon Tongsinsa Ships seems to have 
served as the standard for the 10th or 11th Joseon Tongsinsa missions, which took place in the Yeo-
ngjo period (r. 1724-1776). 

Table 1. Main Elements of Joseon Tongsinsa Ships

1763 Travelogue of Japan 1802 Record of Joseon Diplomatic Rela-
tions with Japan) 

Items

Chief envoy’s giseon Large-sized ship

cheok
cm

(1 cheok  = 
30.7cm)

cheok
cm

(1 cheok  = 
30.7cm)

Bottom 
plate

Length 14 pa 2 cheok 
5 chon 71.25 2187.375 14 pa 2 cheok 

5 chon 71.25 2187.375

Breadth at 
bow 2 pa 1 cheok 10.5 322.35 2 pa 1 cheok 10.5 322.35

Breadth at 
midship

2 pa 4 cheok 5 
chon 12.25 376.075 2 pa 4 cheok 5 

chon 12.25 376.075

Breadth at 
stern 2 pa 10 307 2 pa 10 307

Number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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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per deck

Length 17 pa 3 chon 85.15 2614.105 17 pa 3 chon 85.15 2614.105

Breadth at 
bow

3 pa 2 cheok 3 
chon 16.15 495.805 3 pa 2 cheok 3 

chon 16.15 495.805

Breadth at 
midship 5 pa 3 cheok 25.15 772.105 5 pa 3 cheok 25.15 772.105

Breadth at 
stern 3 pa 4 chon 15.2 466.64 3 pa 4 chon 15.2 466.64

Hull plank Height 3 pa 4 chon 5.25 161.175 3 pa 4 chon 5.25 161.175

Number 8 8

Bulwark plating 2 pa 7 chon 10.35 317.745 2 pa 7 chon 10.35 317.745

Record of Plans and Materials for Joseon Diplomatic Ship contains plans of sagyeonseon, 
a type of Joseon-era diplomatic ship, along with the required materials and construction schedule. 
The blueprints document the specified number and dimensions of each wooden member including 
the bottom plate, hull plank, bow plate, stern plate and upper deck, as well as the types and number 
of iron nails. The book also provides dimensions of the ship, including the length and breath, which 
allows the estimation of the materials used. 

Figure 1. Drawing for Dohaeseon Shipbuilding Figure 2. Drawing for Dohaeseon’s Superstructure  

Items 
Documentary official’s giseon

cheok cm

Bottom plate

Length 13 pa 1 cheok 5 chon 65.75 2018.525

Breadth at bow 2 pa 10 307

Breadth at midship 2 pa 3 cheok 11.5 353.05

Breadth at stern 1 pa 4 cheok 5 chon 7.25 222.575

Number 9

Length of multi-round stem 3 pa 7 chon 15.35 471.245

Upper deck

Length 17 pa 3 chon 85.15 2614.105

Breadth at bow 3 pa 2 cheok 3 chon 16.15 495.805

Breadth at midship 5 pa 3 cheok 25.15 772.105

Breadth at stern 3 pa 4 chon 15.2 466.64

Hull plank
Height 1 pa 5 cheok 7.5 230.25

Number 8

Bulwark plating 2 pa 7 chon 10.35 317.745

Items
Chief envoy’s bokseon Small-sized ship
cheok cm cheok cm

Bottom 
plate

Length 12 pa 1 cheok 5 
chon 60.75 1865.025 12 pa 1 cheok 5 

chon 60.75 1865.025

Breadth at 
bow 1 pa 4 cheok 7 214.9 1 pa 4 cheok 4 

chon 7 214.9

Breadth at 
midship 2 pa 3 cheok 11.5 353.05 2 pa 3 cheok 11.5 353.05

Breadth at 
stern 1 pa 4 cheok 7 214.9 1 pa 4 cheok 7 214.9

Number 8 8
Length of multi round 

stern 3 pa 7 chon 15.35 471.245 3 pa 7 chon 15.35 47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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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stern.４)

As outlined above, the overall form of Joseon Tongsinsa ships can be estimated from extant 
literature and records. Also, paintings and illustrations are valuable for identifying the structure and 
shape of the diplomatic ships in the Joseon period. 

Painting of Joseon Tongsinsa Ship depicts the ship carrying the Joseon Tongsinsa delega-
tion led by Chief Envoy Kim Igyo (金履喬) in 1811 (11th year of Sunjo’s reign) while anchored at 
the port in Osaka. It contains detailed illustrations of parts of the ship including the anchor, oar and 
rudder, separately from the hull. The painting was made by a member of the Japanese delegation, 
who documented the following details:

“The ship measures 23-24 kan (1 kan = 3 cheok) in length and 6 kan in breadth. Its beams 
are thick and large, made of long rectangular pieces of wood. Both rails are painted. Oars are po-
sitioned between the upper part of the hull and the rail. The bow and stern are slightly raised. The 
pine wood oars are so long that they are frequently broken or damaged due to wind and waves. The 
overall shape of the ship is very rough. Despite its large size, the ship does not appear to be resil-
ient.”     

Figure 3. Painting of Joseon Tongsinsa Ship

４)　 Summary of sagyeonseon, a Joseon diplomatic ship from the Naver Knowledge Encyclopedia.

The plans and recorded information on the ship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The bottom plate is made with 11 square-cut logs of wood, measuring 1.5 cheok in breath, which 
are laid flat in a row and joined together with wooden spear nails. Seven hull planks (each with 
a different thickness) are assembled from bottom to top at both sides of the ship bottom. An ad-
ditional hull plank is placed at the bow in order to lift out the bow. In the process of hull plank-
ing, two types of nails are used: wooden pegs made of oak for submerging parts and iron nails 
for the above-water parts. 

•• The bow plates are fitted vertically in between the sides at the bow and in the middle the multi-
round stem is erected with its bottom braced against between the bottom planks. On each side 
of the central stem, three multi-round stems are additionally erected. They are assembled with 
wooden spear nails at seven places. A variety of nails or pins are also used, including iron nails, 
staples, clamps, rivets and large iron plates. 

•• Seven planks are fitted horizontally in between the sides at the stern. In the stern plank, both iron 
nails and oak wooden pegs are used. A hole is drilled at the seam between the sixth and seventh 
planks to mount the rudder. 

•• The length of the bottom is 66 cheok and the width is 11.5 cheok at the bow, 16 cheok in the 
midship and 10.5 cheok at the stern. The length between the bow and stern is 91 cheok, and the 
breath at midship is 22.5 cheok. 

••After completing the hull, beams are laid across the upper part of the hull, on which a frame is 
built to lay deck plates. The ship’s cabins are then built on the deck plates. 

•• Fifteen cross beams are laid on the top of the hull. Wood purlins are fixed on the overhang of the 
cross beams laid on both side of the hull, and rail posts are erected along the purlins to support 
the rail. 

••A total of 14 cabins are built on the deck plates on both sides of the ship’s center line. Two masts 
are erected, foremast at the center and the aft- mast near the bow. The toilet is placed at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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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 which are different in sizes: large, medium and small. Two small boats at the bottom ap-
pear to be Japanese ships sent out to greet the Joseon mission. On the bow plates, a man is playing 
the drum, presumably a member of the Joseon delegation. However, the ships depicted show a 
slight difference in terms of their structure from the Joseon diplomatic ship in Record of Plans and 
Materials for Joseon Diplomatic Ship.

Figure 6. Chōsen tsūshinshisen  Kaminoseki 
raikōzu (朝鮮通信使船上関来航図, Painting of 

the Feet of 8th Joseon Tongsinsa Ships Entering the 
Kaminoseki Port in 1711) 

Figure 7. Painting of 11th Joseon Tongsinsa Ships 
in 1763

Figure 8. Procession of Japanese Ship from the Bizen Province to Guide Joseon Tongsinsa Ships of 1748 

This is a copy of a painting that depicts a fleet of Joseon Tongsinsa ships. There are approxi-
mately 307 ships and boats in the painting, including six Joseon Tongsinsa vessels, 299 small- and 
large-sized ships sent from the Bizen Province to guard the diplomatic ships, as well as two ships 
for onlookers. 

Figure 4. Joseon Tongsinsa from Omi Series of the Famous Views of the Sixty-odd Provinces 

Joseon Tongsinsa from Omi Series of the Famous Views of the Sixty-odd Provinces of 1811 de-
scribes the Joseon Tongsinsa chief envoy vessel as it sails with the sail unfurled. The realistic illus-
tration depicts the chief envoy siting under the awning while his entourage and sailors perform their 
given tasks. Over the surface of the water, five hull plates can be seen, together with small beams, 
rail and superstructure. 

Figure 5. The Fleet of 9th Joseon Tongsinsa Ships in 1719 Drawn on the Folding Screen from the collection 
of the Kannabe Historical and Folklore Museum in Fukuyama City, Hiroshima Prefecture

Three ships of Joseon Tongsinsa are depicted in Chōsen tsūshinshi sendanzu byōbu (朝
鮮通信使船団図屏風, The Fleet of 9th Joseon Tongsinsa Ships in 1719 drawn on the Fo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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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contains the following record with regard to the size of the diplomatic party. 

“The retinue for the chief and deputy envoys each consists of two children, seven military of-
ficials, two servants, four lowest-ranking soldiers, six wind instrument musicians, two errand boys, 
and one training command. 

In addition, there are six interpreters, two medical officials, one academic official, one painter, 
and one recording official and their servants, one for each official, in addition to four officers in 
charge of the banner and tally, four junior interpreters and one bugler. 

The fleet is comprised of six ships: two large, two medium and two small ships. Each of the 
large ships has four boatmen and 100 seamen; each of the medium ships has three boatmen and 80 
seamen; and each of the small ships has two boatmen and 30 seamen. The total number stands at 
504 personnel.” 

Dongsarok (東槎錄, Record of 1811 Korean Mission to Japan), written by an unknown au-
tho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two envoys went to the dock together to observe four seagoing dohaeseon ships. 
Twelve giseon, or ships for official envoys, and twelve bokseon for cargo have been newly built in 
Tongyeong and Suyeong, respectively. The decorated rails are placed at each side of giseon with 
a red banner flown from the rail. On the middle deck, there are 15 cabins. The prime cabin, called 
‘sangbang,’ is located on the left of the first row, on which the deckhouse is placed. A carved railing 
and beautifully painted ladder are installed, while an awning, folding screen and chair enable the 
envoy to enjoy the scenery comfortably. Two masts, measuring approximately 15 jang (1 jang = 10 
cheok) in height, are located behind and in front of the deckhouse. At the top of the mast, a wooden 
pole is attached to mount a flag of the ship name, alongside the letter 正 (jeong, chief) or 副 (bu, 
deputy). On the other hand, a bokseon has no awning and the sail is made of plain cotton with a 
blue border and hoists a flag of the ship name alongside 正 or 副.” 

These records illustrate the splendid appearance of the Joseon Tongsinsa vessels. The rails and 
pillars are carved and painted beautifully and it is swathed in silk draperies with colorful flags wav-
ing in the wind. In particular, the sail is made of cotton cloth and decorated with a blue border. The 
practice of painting the hull and using cotton sails are recorded to have begun in the reigns of Hyo-
jong and Sukjong, respectively. This indicates that diplomatic ships to Japan started to be decorated 

Figure 9. Painting of Joseon Ship Entering into Port

Painting of Joseon Ship Entering into Port, drawn by a Japanese painter, shows a Joseon 
diplomatic ship (sagyeonseon) sailing with unfurled sails. It depicts the shape and structure of 
sagyeonseon, as well as the number of passengers on board. The painting allows the estimation of 
the size, structure and shape of the Joseon Tongsinsa ship. The painting also documents that its size 
is equivalent to that of a Japanese large junk, referred to as sengokubune (千石船), carrying a total 
of 93 passengers including 8 officials. 

Records indicate that the Joseon Tongsinsa ship was equal in scale to daemaengseon, a 
large warship, which was known as the largest ship of the Joseon period. Dongsarok (東槎錄, Re-
cord of 1643 Korean Mission to Japan), authored by Jo Gyeong (1586-1669) as a member of the 
5th Joseon Tongsinsa in 1643, described the ship as follows: 

“The rooms installed on the ship for envoys contain walls painted with lotus patterns and the 
doors in the four walls are painted in red and white. A large dragon banner is mounted on a pole on 
the side of the ship along with four flags each embroidered with a letter. A drum is also placed on a 
drum stand installed at the bow.” 

The second volume of Haesarok (海槎錄, 1607 Travelogue of Japan) written by Jo Gyeo-
ng, the deputy envoy in the 1st Joseon Tongsinsa in 1607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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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器尺), 1.15 jongseocheok (縱黍尺) or 1.18 heongseocheok (橫黍尺).６)

-  In 1466 (12th year of Sejo’s reign) yeongjocheok was set based on the length of hwang-
jonggwan (黃鐘管), which led to the production of cast copper rulers for measurement 
units including hwangjongcheok, yegicheok, jucheok, and pobaekcheok, to be sent to local 
officials to use as standard measurements. According to illustrations in Gillyeseorye (吉禮

序例, Auspicious Rites) in the National Five Rites of Sejongsillok (世宗實錄, Veritable Re-
cord of King Sejong), 1 joryeogicheok is equal to 28.9 cm, which allows the calculation of 
hwangjongcheok as 35.11 cm and jucheok as 21.27 cm. According to the hwangjongcheok, 
the aforementioned copper ruler, which is currently housed in Deoksugung Palace, its actual 
length is 34.10 cm, which allows the conversion of 20.66 cm for 1 jucheok and 30.65 cm for 
1 yeongjocheok.７)

Before starting the basic design to restore the Joseon Tongsinsa chief envoy vessel, the 
advisory committee meeting was hosted to set 1 cheok as 30.65 cm based on the above-mentioned 
materials. Thus, the dimensions of the ship are calculated at 34 m in length, 9.5 m in breath, 3 m in 
height and 126 tons in weight. 

2. Basic Design 

The design was produced based on the dimensions of chief envoy vessels, jeongsa giseon, 
among the Joseon Tongsinsa ships described in Main Dimensions of Joseon Tongsinsa Ships of 
Record of Joseon Diplomatic Relations with Japan in 1802. Two types of hull forms were designed 
for the purpose of comparison, using the design data of jeongsa giseon prepared by the Korea Na-
tional Maritime Museum. Type A was designed by the Korean National Maritime Museum with 
the bottom keel extending flat from bow to stern, while Type B has a keel that sweeps upwards at 
the bow and stern, based on the shape of bottoms on Goryeo and Joseon-era ships excavated at sea. 
The arrangements of 15 beams and the upper deck are based on the plan of sagyeonseon, a Joseon 

６)　 Park Hung-su, Collection of Writings of Standard of Weights and Measures and Korean Traditional Music, 
Parkhungsuseonsaeng Hwagapginyeom Nonmunjip Ganhaenghoe (朴興秀先生華甲記念論文集刊行會, 
Publication Association of Festschrift in Honor of Kim Heung-su’s 60 Anniversary), 1980 

７)　 Korea Science Foundation, Korea’s Science Cultural Heritage, 1997

as the Joseon Tongsinsa embarked upon regular missions to some extent.５)

III. Estimated Design of Joseon Tongsinsa Chief Envoy Vessel  

1.  Understating the Major Dimensions of Joseon Tongsinsa Chief Envoy Vessels in Literature 

The measurement unit of yeongjocheok was commonly used for construction during the 
Joseon period. It was also adopted for civil engineering, shipbuilding and wagon manufacturing. It 
was widely used along with jucheok (周尺), which was used in the Ming dynasty of China. The unit 
of cheok was equal to 32.21 cm from Goryeo to the early Joseon period and to 31.22 cm as a result 
of a reform in 1466 (12th year of Sejo’s reign). The cheok unit was reduced to 30.303 cm in late Jo-
seon as the Japanese unit of kanejaku (曲尺, approx. 30.3 cm) was adopted. 

○  Metric standards for 1 yeongjocheok following the reform of 1466 (12th year of Sejo’s reign)

-1  yeongjocheok = 30.65 cm based on The Traditional Ships of Korea by Kim Jae-geun, p. 262
-1  yeongjocheok = 31.24 cm based on The Traditional Ships of Korea by Lee Won-shik, p. 63
-1  jucheok = 20.83 cm; 1 yeongjocheok = 31.22 cm, based on research results on standard 

measurements in King Yeongjo’s reign in the 18th century. Following the reform of 1466 
(12th year of Sejo’s reign), the standard of 31.22 cm for 1 cheok was used. (Korea Science 
Foundation, Korea’s Science Cultural Heritage, 1997)   

○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  According to Gyeonggukdaejeon (經國大典, Great Code of Administration), 1 yeong-
jocheok is equal to 0.899 hwangjongcheok (黃鐘尺). According to Jeungbomunheonbigo 
(增補文獻備考, Enlarged and Revised Compilation of Documents on Korean) 1 yeong-
jocheok can be converted to 0.899 hwangjongcheok, 1.499 jucheok, 1.09 joryeogicheok (造

５)　Kim Jae-geun, The Traditional Ships of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94, pp. 26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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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of the keel in Shōtokugannen shinshi fukushi bokusen hasen no zu (正徳元年信使副使 卜船

破船之圖, Drawing of Bokseon for the Joseon Deputy Envoy in 1711)８) which describes bokseon 
of the 8th Joseon Tongsinsa mission in 1711 (37th year of Sukjong's reign).９)

Figure 10. Drawings and Plans of Type A Ship Chief Envoy Vessel

８)　Kim Jae-geun, The Traditional Ships of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94, p.275

９)　Main dimensions of Joseon Tongsinsa chief envoy vessel (1 cheok = 30.65 cm)
Items Type A Type B
Overall length 111.12 cheok 111.12 cheok
Length of upper deck 97.49 cheok 97.49 cheok
Breath of upper deck at bow 17.50 cheok 17.50 cheok
Breath of upper deck at midship 31.00 cheok 31.00 cheok
Breath of upper deck at stern 20.00 cheok 20.00 cheok 
Height at stern plate 12.28 cheok 13.04 cheok
Height at bow plate   11.96 cheok 13.04 cheok
Height at midship 10.00 cheok 10.00 cheok
Length of bottom plate 71.25 cheok 79.68 cheok
Breath of bottom plate at bow 10.50 cheok 10.50 cheok
Breath of bottom plate at midship 12.25 cheok 12.25 cheok
Breath of bottom plate at stern 10.00 cheok 8.87 cheok
Thickness of bottom plate 0.82 cheok 1.24 cheok

diplomatic ship, in Record of Plans and Materials for Joseon Diplomatic Ship. The number and 
layout of cabins on the deck referred to Sinmitongsinilgi (辛未通信日錄, Diary of 1811 Travelogue 
to Japan), a record of 12th Joseon Tongsinsa mission that is currently housed in the National Insti-
tute of Korean History; a total 15 cabins are placed, 7 at port and 8 at starboard. In addition, Joseon 
Tongsinsa from Omi Series of the Famous Views of the Sixty-odd Provinces of 1811 also provides 
insight into the cabin layout. 

3. Basic Structure of Joseon Tongsinsa Chief Envoy Vessel 

The chief envoy vessel is a kind of scow with a wide and flat bottom structure, which is 
characteristic of traditional Korean ships. The flat keel is parallel with other members at the bow 
and stern. 

The bottom is made with square-cut logs, which are laid flat and joined in a row. Hull 
planks are assembled from bottom to top at the left and right sides. Sturdy beams are placed across 
the top of the hull in order to reinforce the upper structure. Horizontal props are passed through 
holes sawed into both sides of the ship to enhance the horizontal rigidity of external planks. The 
mast is reinforced with large wooden nails, called chagayong, and transverse stiffeners. 

The ship has a curved bow and stern, and the bottom deck is divided into spaces for sea-
men’s barracks and storage for food and sailing instruments and equipment. A superstructure is built 
with 15 cross beams placed on the upper deck, on top of which 15 cabins are placed, 7 on the left 
and 8 on the right. The toilet and boatmen’s house are installed at the stern. 

4. Estimated Design 

The hull form of the chief envoy vessel has the sam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as those 
of the typical Korean ship, hanseon. It has a similar hull with that of panokseon, a Joseon-era war-
ship. However, since the chief envoy vessel is a seagoing ship with deckhouses for carrying a large 
number of passengers unlike coastal warships, the chief envoy vessel features a long overall length, 
higher depth at midship and linear bow and stern plates. The hull form of the Type A ship was de-
signed based on the main dimensions of a seagoing ship’s major members as outlined in Record of 
Joseon Diplomatic Relations with Japan in 1802, while that of the Type B ship was based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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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Blueprints for the Joseon Tongsinsa Chief Envoy Vessel Approved by Korea Ship Safety Tech-
nology Authority

The shipbuilding process took place in the following order: the bottom, bottom deck, 
traverse stiffeners, floors, center keelsons, bow, stern, bulkheads, frames, side shells, cross beams 
called meonge, deck beams, masts, upper deck, anchor-raising mechanism called horong, super-
structure called panok, rudders, abaft cargo hold, stairs, interior stairs, deckhouse. A variety of 
shipbuilding tools were used: traditional tools such as saws, chisels, scribers, planes, and carpenter’s 
squares; power tools used for contemporary shipbuilding, such as power saws, power planes, power 
drills, and power circular saws. This vessel was constructed as a passenger ship with a passenger 
capacity of more than 13 people and registered to sail across smooth waters. This ship was built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 for Wooden Ship Hull Structures in regulations on passenger ships as 
stipulated by the Ship Safety Act.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erms of materials and structure, but 
the design of the ship generally emulates the traditional ship. 

Before summarizing the shipbuilding process, one aspect should be noted: This outline 
is based on the abovementioned Standard for Wooden Ship Hull Structures in a mixture of 
traditional, modern and contemporary methods; it was not constructed based on the original 
shipbuilding technology of Joseon. Therefore, this ship is registered as a wooden passenger 
vessel, which must be kept in mind.  

The construction of the bottom plate required a total of 12 lines of interconnected timbers. It 
required pine timbers 100-150 years old in age and 50-60 cm in butt diameter. Of a total of 61 tim-
bers, 24 naturally-bent pines were used for the bow and stern. Some pines used for the bottom were 
naturally dried for two years, while others were dried artificially for a week and naturally dried for a 

Figure 11. Drawings and Plans of Type B Chief Envoy Vessel 

IV.  Shipbuilding Technology from Joseon Tongsinsa Chief Envoy 
Vessels

The reconstruction of the Joseon Tongsinsa ship, based on the aforementioned plans, started 
with a shipbuilding ritual in June 2017 and another ritual to mark the completion of the hull frame by 
placing the crossbeams, called meonge, across the upper part of the hull in February 2018. A launching 
ceremony to transfer the vessel to the water is be scheduled to be held on October 26. The ship will be 
reconstructed as a seaworthy vessel 34 m long, 9.5 m wide, and 3 m high, with a weight of 137 tons. 
When the practical design was formulated in 2016, the vessel was designed to sail on smooth waters, 
with 13 or more passengers on board (maximum number set at 72). As the reconstruction did not 
comply with the academic intent, regulations of the dimensions were set through consultation with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the Korea Ship Safety and Technology Authority. The ship was 
outfitted with engines to be used when departing or entering a port, or for emergency situations. As 
the installation of the engines would cause subtle vibrations, the ship was built using structural parts 
generally used for modern ships, such as lateral stiffeners, floors and center keelsons, and frames and 
bulkheads, and the side shells were reinforced by frames and bulkheads. The main elements of the 
ship were made of pine. In order to alleviate the standards, an inspection of forestry products and fas-
tening nails were conducted by the Korea Forestry Promotion Institute and the Korea Steel Shape Co. 
Ltd., respectively, and only products that passed the resilience test wer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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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ruction of the stem comprised a total of 11 lines that formed a curved surface. As 
demonstrated on the blueprints and construction process documented in Record of Plans and Ma-
terials for Joseon Diplomatic Ship in 1822,１０) the same process and techniques were employed in 
this construction: The bent timber placed at the center of the stem was longer than its right and left 
members and connected to the center of the bottom. This determined the shape of the bow and the 
entire form of the reconstructed vessel, and this shape contributed to the minimalization of water re-
sistance at the stem during navigation. Pines aged 100-130 years and 80 cm in butt diameters were 
used in the construction and a pine log aged 150 years was used as the center stem. In particular, the 
pines with the largest curve and thickness were selected for the stem section. The lateral faces of the 
planks that connect with the shell were made to have L-shaped grooves to align with the 11-layered 
shell in a tongue and groove fashion. The planks of the bow and the shell were joined together by 
making holes on the lateral faces to penetrate them to be connected with a long bolt, then stiffened 
by six traverse frames inside. 

The biggest challenge for the reconstruction possibly lies in the acquisition of stem members 
for the center of the bow. 

The construction of bulkheads partitioned cabins, an engine room, an oil tank, and a cargo hold. 
It required straight pine timbers, around 70-100 years old, 11 m long and 45 cm in diameter. The 

１０)　�“The bow plates are fitted vertically in between the sides at the bow and in the middle the multi-round stem 
is erected with its bottom braced against the bottom planks.”

year. Their moisture content stood at 15-21 percent, when used as members. As the pines on some 
sections were exposed to erosion, they were treated by fumigation. Pines used for the hulls were 
coated with durable water repellent to prevent distortion and splitting, while maintaining the mois-
ture content and principal dimensions of the used members. Each member was joined abut with 
another in an oblique butt joint, with the contact surfaces measured within 100-120 cm. This joining 
process was conducted by a technique unique to Joseon, where the end of one piece, which is cut to 
form the desired angle, is attached on the face of another piece as closely as possible by hammering 
them together; any gaps are closed to the best possible extent using fasteners; and a saw is used be-
tween the pieces to remove rough parts to be joined tightly. When adjustments were complete, the 
pieces were fastened with clamps and joined by making holes that enabled long bolts to penetrate 
the planks comprising the bottom. Using the same method, the 12 lines were interconnected and 
putty was applied to the seams to prevent leakage.

Fumigation of Timbers Bottom Treatment Waterproofing Red Lead Coating 

Connection of Longitudinal Bot-
tom Stiffening Members Floors and Center Keelsons 

After 54 traverse stiffeners were laid onto the top of the bottom, four longitunal lines of floors 
and a line of the center keelson were laid on the bottom to complete the joint of the bottom planks. 
These members were coated again with red lead to prevent distortion and splitting and to shield 
against any deformation from the out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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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 The construction required 17 straight timbers, 100-150 years old, 80 cm in butt diameter, 50 
cm in top diameter, and 12-13.5 m in height. These timbers were mainly square cut and connected 
to the sides of the hull using a birdsmouth joint, and their ends were made to protrude by 80 cm, 
creating space for the installation of the ship’s rails and oars. Each beam was placed at 3 m intervals, 
in consideration of installation distances of oars and pillars as spatial dividers in the superstructure 
panok, and the leaf width of a door.

A deck beam called gabpanbo is a structural stiffener and corresponding member that fits with 
the meonge to raise the upper deck. These square-shaped members (20 x 20 cm) are structured to 
be placed onto the meonge. The management of rainwater is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lifespan of the vessel. As rainwater can cause the corrosion of the hull, if it leaks through the seams 
of the deck to create a pool at the joint or connected sections, joinery methods were not employed 
at sections that come into contact with water. This is a distinctive characteristic that differs from a 
wooden ship construction. 

The construction of masts comprised a main mast at the midship (heoridokdae) and a foremast 
at the bow (imuldokdae). Larch, which is sturdier than pine, was used in mast-making—in detail, 
two straight timbers, 80-100 years old, 70 cm in butt diameter, 20 m in top diameter and 20 m long. 
In addition, six straight timbers, 100-150 years old, 80 cm in butt diameter and 7 m long, were used 
as structural mast stiffeners called gurejjak. The mast was made of heart wood to be more resilient 
and durable. The mast was installed at a fulcrum called guretong without the bottom reaching the 

installation of six bulkheads created a total of seven spaces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 for 
Wooden Ship Hull Structures.

The stern members were joined in the same way as the bulkheads. Relatively straight pines aged 
100-130 years and 6 m wide and more than 50 cm in diameter were used for the construction of the 
stern. After the completion of the joint, the structure was coated in water repellent and red lead.

The construction of the shell required a total of 11 layers to create the shape of the ship. The 
shell used 50 thick and easily bent timbers, which are 100-130 years old and 50-60 cm in butt di-
ameter. The reason for the selection of flexible pines is that since the timbers pile up to bend along 
the form of the ship, the use of naturally bent timbers would prevent breaks or splits. Each member 
was connected with another in an oblique butt joint, to form each layer. Each layer was linked with 
another upper layer in a rabbeted clinker built and piled up to form the sides of the ship. The con-
struction of the frames and bulkheads was conducted in close alignment to this work. The installa-
tion of the bulkheads and frames in some sections preceded the construction of the shell, in order to 
enable them to support the layering of members along the curved shell. When planking each layers 
of timbers to the 11th layer was completed, 54 frames were installed each at port and starboard with 
40 cm intervals to harden the shell. 

The meonge construction required a total of 17 structural transverse members, including cross 
beams placed at the bow and stern: the former is called deokpan meonge and the latter gomul me-
onge. These members were placed onto and joined to the 11th layers of the shell on the side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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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ing to the fore and aft ends. Inside the superstructure, three stairways were built to lead below 
the deck. Rails built above the superstructure added to the elaborate decorations. A deckhouse called 
nugak was built on the right side of the fore end above the superstructure to allow the chief envoy to 
conduct his work or observe as the vessel entered or departed the port. An awning placed on top of 
the deckhouse was verified as a prefab installation.

The rudder construction comprised the 
rudder post, rudder blade and tiller. The 
maneuvering of the tiller, which was fitted 
into a rudder post, determined the direction 
of the vessel. The structure of the tiller is 
generally known or constructed to allow a 

helmsman to stand in front and set the sailing direction. The Japanese records, including Procession 
of Japanese Ship from the Bizen Province to Guide Joseon Tongsinsa Ships and Painting of Joseon 
Ship Entering into Port, in contrast, showed a different structure: The helmsman was positioned 
behind the tiller to set the direction. This distinctive structure was identifi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n abaft cargo hold was fitted with rails in a similar form as the superstructure panok, adding to 
the dignified beauty of the ship. 

guretong, keeping the space of 5-10 cm between them. As explained in the construction of the deck 
beam, the structure becomes exposed to erosion if rainwater flows down along the mast, creating 
a pool at its end. This was the reason why the mast was not connected with the fulcrum. The space 
also helps to raise and lower the mast with ease. 

The deck was made of pine timbers, 45 cm or more in circular diameter and 9 cm or more in 
width, which were processed as 9 cm-wide pieces primarily using trimmed and pruned pines. These 
pruned timbers were selected because they contain an abundance of resin, making structural mem-
bers harder and long-lasting. With regard to placing deck members onto supports and beams, the 
grain direction will also determine the lifespan and the frequency of repair and maintenance. If struc-
tural members made of heart wood are placed upward, then both ends of the plank would become 
distorted along the direction of the grain; therefore, it is a useful technique to place planks made of 
sappy wood to face upward.

The construction of the panok, or “board-roofed” superstructure, closely resembled that of a 
traditional wooden house. The superstructure extended from the third beam from the fore end to the 
11th beam, forming its shape with a total of 33 pillars, and its walls were built with planks, allowing 
them to be adorned with mural paintings.15 doors to the interior were constructed and two stairways 
that lead to the top of the superstructure were built, with the stairs on the left and right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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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ks are assembled from bottom to top on the left and right sides. Strong beams are placed across 
the top of the hull in order to reinforce the upper structure. Horizontal props are passed through 
holes sawed into both sides of the ship to enhance the horizontal rigidity of exertional planks. The 
mast is reinforced using large wooden nails and transverse stiffeners. Furthermore, new structures 
have been identified in other resources based in Korea and Japan, such as Joseon Tongsinsa from 
Omi Series of the Famous Views of the Sixty-odd Provinces, Illustrated Records of Joseon Tong-
sinsa Chief Envoy Ships, Procession of Japanese Ship from the Bizen Province to Guide Joseon 
Tongsinsa Ships, and Painting of Joseon Ship Entering into Port, in addition to A Series of Records 
of Diplomatic Missions by Joseon Tongsinsa, written by Jo Gyu-ik (Soongsil University) and Jeong 
Yeong-mun (Institute of Korean Literature and Arts). 

The following summaries of information uncovered from diverse resources will serve a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1)  The shape of the stem to minimize water resistance and the structural members that de-
termine the overall form of the ship were identified in the abovementioned resources. The 
member attached to the center of the stem determined the shape of the bow, while the form 
of the bottom of the bow section assisted in minimizing the impact of tidal waves. To date, 
it had been assumed that the Joseon Tongsinsa ship had a flat bottom and there had been 
no research or mention on the shape of the vessel and its joint structure. This author has 
reached the current form after 24 revisions of the design blueprints to faithfully reconstruct 
the vessel. The form corresponds to the design found in the plans and the construction pro-
cess described in Record of Plans and Materials for Joseon Diplomatic Ship (1822). The 
document stated that the bow plates are fitted vertically in between the sides at the bow, and 
in the middle, the multi-round stem is erected with its bottom braced against between the 
bottom planks. Based on these records and the shipbuilding plans, the author approached 
the process of identifying the form of the bent member at the center stem in terms of naval 
architecture and engineering. The process was as follows: classify the forms into Type A and 
Type B and calculate the result of hydrodynamic performance analysis on different loading 
conditions (full and light) at a speed between 2 knot to 6 knot. The result showed that Type 
B achieved a better performance of water resistance than Type A. A component of coeffi-
cient of wave-making resistance (CW), wave height at the fore end showed that the wave 
height for Type A declined rapidly and rose again, but in Type B, it decreased and increased 

V. Conclusion

The study of the Tongsinsa ship’s prototype began in 2015 based on the main dimensions of 
Joseon Tongsinsa ships in Record of Joseon Diplomatic Relations with Japan in 1802 and the main 
dimensions of chief envoy ships in 1763 Travelogue of Japan. The study created two models for 
the form of the ship as follows. Type A was designed based on a miniature model at a scale of 1/20, 
which is on display at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models housed 
in museums and exhibitions or in private collections, and the blueprints for a miniature model at a 
scale of 1/2 produced by the Korean National Maritime Museum. Type B was designed based on 
the bottom of shipwrecks from Goryeo and Joseon eras and a diplomatic ship depicted in Record of 
Plans and Materials for Joseon Diplomatic Ship. With regard to the number of beams and the lay-
out of the upper deck, 15 cross beams were constructed based on a plan of the diplomatic ship from 
the same book. In addition, the reconstructed ships followed the number and layout of deck cabins, 
as described in Diary of 1811 Travelogue to Japan,１１)with seven cabins each at port and starboard 
with one entrance to the interior. The blueprint for the reconstructed ship was formulated in refer-
ence to the form and layout of cabins depicted in Joseon Tongsinsa from Omi Series of the Famous 
Views of the Sixty-odd Provinces (1811). The basic structure of the chief envoy ship follows that of 
the Korean traditional ship hanseon: a wide and flat-bottomed vessel with a curved bow and stern 
with a gradually rising end to minimize water resistance when sailing. The structure of the recon-
structed vessel can be described as follows. The flat keel is parallel with other members at the bow 
and stern. The bottom is made with square-cut logs that are laid flat and connected in a row. Hull 

１１)　Records of 12th diplomatic missions to Japan in 1811 (11th year of King Sunjo’s reign)

International Symposium on Intangible Heritage along the Maritime Silk Road066 067Ship, Navigation and People Session 01 Presentation 01.  Traditional Shipbuilding Technology of Korea



accessed by one entrance. As the illustrated records only provide a view of the starboard 
side, no accurate information was available on the port side, which presumably housed an 
entrance to the interior. Based on the information limited to the starboard side, the vessel 
was reconstructed to house seven cabins each on the port and starboard sides.

(5)  It was identified that the integral superstructure in the aft section was equipped with rails, 
and the cargo hold and a rudder structure were constructed below. This fact was also identi-
fied in the abovementioned illustrated records. The previous models showed the aft super-
structure divided into two, and at the center, the irregularly-shaped rudder and its fastener 
were installed. The navigation experiments of five model ships reconstructed from 2008 to 
2017 demonstrated that an appropriate structure for steering the vessel was to have a rudder 
post built above the deck at a height of 120 cm or lower, allowing a helmsman to operate the 
rudder. The miniature model of an envoy ship at a scale of 1/20 on display at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and the 1/2 model on display at the Na-
tional Maritime Museum were constructed with excessively large rudder posts to be sailed 
in consideration of the small size of the vessels.

(6)  In the rudder apparatus, the tiller structure was identified. This steering apparatus was com-
prised of a rudder post, blade and tiller, which was built in a distinct shape. It was widely 
held that the tiller fitted into the rudder post was constructed to have a helmsman stand be-
fore it to set the direction, but the illustrated records of Procession of Japanese Ship from the 
Bizen Province to Guide Joseon Tongsinsa Ships and Painting of Joseon Ship Entering into 
Port indicate that the helmsman stood behind the tiller to steer the vessel. This difference 
made this author consider the structure shown in these resources. The difference can be 
explained by factors such as the length of the Joseon Tongsinsa ship, the navigation mech-
anism, and structures of the upper deck and the superstructure. First, the diplomatic ship is 
34 m long. The longer length of the hull would make it much harder to maneuver the rudder 
and secure visibility at sea. Second, as indicated in Diary of 1811 Travelogue to Japan, this 
panok vessel includes cabins on both sides of the hull (seven each at port and starboard, 
with one entrance to the interior) with a height of 2 m or more. This structure would make it 
difficult to secure forward visibility. Third, it is due to the structure of the aft superstructure. 
If the tiller is built to have a helmsman stand in the front of the aft superstructure, this wood-
en superstructure could obstruct visibility and the tight space would render it difficult to 

in gradual increments. As a major component of the viscous pressure resistance coefficient 
(CVP), however, pressure distribution of the fore end indicated that Type A produced more 
positive and negative pressure than Type B. In terms of the pressure resistance coefficient 
(CP), which combines CW and CVP, Type A showed a much greater improvement than Type 
B. The determination of the shape of the vessel was based on the shipbuilding process de-
scribed in Record of Plans and Materials for Joseon Diplomatic Ship and was proven by the 
hydrodynamic performance analysis to feature smaller waveforms and weight to the hull. 
This author found that the center stem determined the shape of the vessel and that the shape 
was designed to minimize the wave resistance at the bottom at the fore end.   

(2)  The technique of connecting bow members was identified. It had been impossible to iden-
tify the wooden element stuck into the bow members of the envoy ship, as depicted in the 
illustrated records of Joseon Tongsinsa from Omi Series of the Famous Views of the Six-
ty-odd Provinces and Illustrated Records of Joseon Tongsinsa Chief Envoy Ships, but Mado 
No. 4, a Joseon-era shipwreck excavated from the waters around Mado Island in Taean-gun 
showed a structure where the wooden element, stuck into a strong beam called garyong, 
penetrates the bow member to connect with the shell.

(3)  Between the superstructure panok and the cargo hold was a cooking area with the capacity 
to serve 147 personnel. An account of a cooking furnace on the ship was included in the 
1763 Travelogue of Japan (pages three to ten), which describes the shipbuilding process of 
four ships in Tongjeyeong to be included in a fleet of six ships sent to Japan in 1763. This 
description corresponds to the illustrated records of Joseon Tongsinsa from Omi Series of 
the Famous Views of the Sixty-odd Provinces and Illustrated Records of Joseon Tongsinsa 
Chief Envoy Ships. The facilities and materials provide a ground to determine the tonnage 
of the ship and reveals a new structure. Most wooden vessels, such as tax transport ships 
or celadon transport ships from Goryeo and Joseon eras, had a cooking space positioned 
before the main mast, but envoy ships sailing abroad housed an additional cooking space on 
the upper structure at the aft end.

(4)  The entrance leading to the interior was identified. It had been presumed that seven cabins 
were located at port and eight at starboard. The abovementioned illustrated records, how-
ever, demonstrate that the cabin layout comprised seven cabins each at port and star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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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The wave- or water-breaking structures were identified. Joseon Tongsinsa from Omi Series 
of the Famous Views of the Sixty-odd Provinces and Illustrated Records of Joseon Tongsin-
sa Chief Envoy Ships showed that weather boards were installed in the spaces for the rails 
and rudder structures on the port and starboard sides. The wave-breaking structure was the 
first discovery of its kind. Vessels traveling to Japan generally chose to sail on windy days 
as they relied on masts propelled by wind. Since wind would accompany high waves, they 
would face significant difficulties in navigating to Japan. The wave-breaking structures were 
designed to shield against high waves, allow seamen to move safely within the interior, and 
prevent the inflow of seawater on deck.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the new discovery of the structure of the Joseon Tongsinsa 
ship represented a step closer to its original form. This author hopes that the outcomes of this study 
would serve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f the chief envy ship of the Joseon Tongsinsa and Ko-
rea’s traditional ships.

set the direction of the rudder. Last, implications were drawn from traditional ships such as 
panokseon and geobukseon (turtle-shaped Korean warship). The rudder mechanism of these 
ships was based on a signaling system, and it was assumed that the Tongsinsa ship would 
have navigated using the same method and, as indicated in the illustrated records, the model 
was designed to have the helmsman stand behind the tiller to set the sailing direction. As a 
result, the rudder could rotate a figure of 180 degrees, and in particular, allowed improved 
visibility on the right and left sides. 

(7)  Dancheong, a type of traditional Korean decorative coloring used on wooden buildings, 
was applied on the Tongsinsa ship as an expression of Joseon’s culture and the vessel is 
likely to have been decorated with popular patterns of the era. However, no one, including 
this author, had dedicated any thought to these patterns specifically. The patterns painted 
on the envoy ships to Japan were identified in many records, such as Record of the 1643 
Korean Mission to Japan authored by Jo Gyeong, the deputy envoy of the fifth mission 
to Japan; Haeurok (Travelogue to Japan) by Shin U-han, the documentary official of the 
ninth mission to Japan (1719); Joseon Tongsinsa from Omi Series of the Famous Views of 
the Sixty-odd Provinces; and Illustrated Records of Joseon Tongsinsa Chief Envoy Ships. 
As explained by a dancheong expert, the paintings in Joseon Tongsinsa from Omi Series 
of the Famous Views of the Sixty-odd Provinces show that cabin walls were adorned with 
the patterns of flowers and birds, birds and animals, flowers and branches, and landscapes. 
The deckhouse was decorated with various painting styles: the lower section with a simple 
meoricho on the ends of the brackets in a style called “moro-dancheong”; each beam of 
the cabins painted using a single color in a style called “gachil-dancheong”; a pattern at 
the end of each support beam, or “danja-meoricho,” in coin-shaped patterns. It can also be 
presumed from the same resource that posts, rails, windows and doors were painted in red 
and blue. Based on these records, the author presented the opinion that it would be desir-
able for the bow of the model to be painted with a yellow dragon. As diplomatic ships were 
constructed and managed by the state and used to deliver the sovereign’s messages, it was 
highly likely that the ships were painted with dignified and flamboyant patterns used in the 
royal court. This is a reasonable assumption, as a painting of the banquet for the arrival of 
the governor to Pyeongan-do, painted by Kim Hong-do (b. 1745), one of the most famous 
painters of Joseon, shows the vessel adorned with colorful and splendid danch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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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대문헌 속의 아시아 해역

류  잉  성

난징대학교 사학과 석좌교수

중고(中古)시대, 동아시아 대륙에 위치한 중국과 남지중해,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넘

어 이슬람세계는 당시 해양지리상 가장 발달한 지역으로 이러한 선두적인 지위는 문예부흥 

이후까지 이어지다가 포르투갈인이 성장시킨 “대항해” 사업에 의해 비로소 타파되었다.

본문은 아편전쟁 이전 중국 고서 기록에서의 아시아 해역 명칭과 고대 중국인의 세계 해양

지리에 대한 인식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중국이 위치한 동아시아 대륙은 광활한 태평양에 직

접적으로 면해있지 않고 서태형양 호형군도와 동아시아 대륙 사이 서태평양의 몇 개의 연해 

사이에 있으며, 북쪽에서 남쪽으로 각각 한국동해*, 황해, 동해와 남해가 위치한다. 본고에

서 서술하는 내용은 지금의 동아시아 해역에서 시작하여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면서 동남아, 

북인도양으로 이어지며 동에서 서로 가는 순서를 따른다.

Ⅰ. 대양—태평양과 인도양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해(海)”와 “양(洋)” 두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대 중

국어(汉语)에서 “양”은 주로 대양(태평양, 인도양과 같은)을 가리키며, 영문의 ocean에 대

응한다. 또한 “해”는 주로 육지에 붙어있는 대양의 수역을 가리키며, 영어의 sea에 상당한

*    편집자 주 : 일본해/동해, 일본해라고 표기된 것을 한국 동해로 바꾸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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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黎靖德)이 주희와 그 제자의 대화를 편집한 것 중에 “예를 들어 동대양해가 있다. 같은 물이

지만 동대양해의 물만을 물이라 할 수 없고 병을 기울여 바닥을 드러낸 것이라 할지라도 물이

라.”는 기록이 있다. ２) 남송대 주달관(周达观)은 『영외대답(岭外代答)』에서 “도파(阇婆)의 동

쪽은 동대양해라. 물살이 점차 낮아지면, 여인국(女人国)이 있다. 동쪽으로 더 가면 미려(尾

闾)가 드러나는데, 인간 세상이 아니다. 동북쪽으로 더 가면 고려, 백제가 있다.”고 하였다. 

３) 문헌에는 “삼합류(三合流)” 조(条)도 있다. “교지양(交址洋)에는 삼합류가 있고, 상류에는 

물이 솟아나와 세 갈래로 나뉘어진다.”, “첫번째는 동쪽 갈래로 들어가면 끝이 없어 소위 동

대양해라 한다.” “전하는 말로는 동대양해에는 섬과 암초가 수 만리 이어지며, 미려가 드러

나있고 구유(九幽)로 떨어진다고 한다. 옛날에는 배가 자주 다녔으며, 대서풍(大西风)이 이

끌어 동대해에 이르면 미려의 소리, 세찬 물소리가 끝이 없으나, 홀연히 동대풍(大东风)을 

만나면 이를 피하였다.” ４) 고로 동대양해는 지금의 태평양에 해당한다. 

원나라 진대진(陈大震)의 기록에 따르면, 지금의 루손섬 일대 해역은 소동양이라 불렸으

며, 칼리만탄섬 남쪽은 대동양이라 불렸다. ５) 그러나 이후 소동양과 대동양 용어는 오랜 시간 

동안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와 자국민들에게 서양 지리를 소개한 

이후, 소동양과 대동양의 개념은 다시금 사용되어, 각각 태평양의 동서 부분을 가리키게 되

었다. 『곤여만국전국(坤與万国全国)』 발행 이전에 그는 1584년 광동(广东) 자오칭(肇庆)에

서 『대영전도(大瀛全图)』를 그렸으나 현재는 전하지 않는다. 이후 1595-1598년 난창(南昌

)에 있는 동안 지도를 그렸으나,６) 장황(章潢)의 묘화본인 『여지산해전도(舆地山海全图)』 만

이 전하고 있다. 이 지도에서 지금의 괌 동쪽 해역을 “소동해”로, 지금의 미대륙 서해역을 대

동양으로, 지금의 남미대륙 서쪽 해역을 동남해로 표기하였는데, ７) “소동양”은 서태평양에 

２)　  �[송]이정덕�엮음:�『주자어류(朱子语类)』권33,�명�성화(成化)�9년�진위(陈炜)�판각본,�청나라�정병(丁丙),�남경도서관

３)　 《岭外代答》，卷二，杨武泉校注本，页74。

４)　 《岭外代答》，卷一，杨武泉校注本，中华书局，1999年，页36。

５)　  뒤에 상세히 서술함。

６)　 �龚缨晏、梁杰龙《新发现的<坤舆万国全图>及其学术价值》，《海交史研究》，2017年第1期，见第3页。

７)　 ��이�그림『중국고대지도(中国古代地图)(명대)』은�전하지�않지만�황시감(黄时鉴)、공영안(龚缨晏)이�쓴�『마테오리치�세계
지도연구(利玛窦世界地图研究)』에�나와있다，上海古籍出版社，2004年，�第13页及朱鉴秋、陈佳荣、钱江、谭广濂编著
《中外交通古地图集》，中西书局，2017年，上海，第135页。

다. “양”은 “해”를 포괄하며, “해”보다 큰 개념이다. 그러나 서양 세계지리가 동쪽으로 전파

되기 이전에 “해”는 한문으로 된 문헌에서 큰 면적의 수역을 가리킨다. “양”은 어떠한 구체적

인 해양수역을 가리키며, 그것이 의미하는 범위는 “해”보다 훨씬 작다.

남송시기 북방에서는 여진족이 건립한 금나라가 영토를 점하고 있었기에, 전통적으로 교

류했던 서역과 초원 루트가 막혔다. 이 때문에 조정에서는 해외상인을 모집하여 해외무역을 

장려하고 이로써 재정 수입을 벌어들이고자 하였기에 지속적으로 엄청난 지출을 통해 해양 

교통과 해외무역이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자국민들은 해양지리의 인식은 새로운 높이에 도

달하였고, 그 주요 표지 중 하나가 “대양해”라는 개념이 생성된 것으로, 끝없는 큰 바다를 가

리키는 것이다. [송(宋)]황진(黄震) 『황씨일초(黄氏日钞)』에는 “점성(占城)국과 강 하나를 두

고 진랍(眞腊)국이 있고, 또 강 하나를 건너면 등루미(登楼眉)라 하는데, 여러 나라의 서쪽

에는 큰 바다가 있어 세란(细兰)이라 부르고, 교지(交趾), 대리(大理), 토번(吐蕃)을 서쪽 경

계로 하고, 남쪽은 대양해에 접해있다. 바다 입구에는 세란국이 있으며, 그 서쪽에는 오천축

(五天竺)이, 남쪽 끝에는 고람국(故临国)이 있다.” １) 여기서 보이는 “대양해”는 응당 현대 한

어의 “대양”의 어원이며, 이 점은 매우 중요하여 반드시 알아야 한다. 송나라 사람들은“대양”

에 따라 중국의 지리 위치를 대응시키고 합리적으로 두 개의 “대양”으로 나누었는데, 이는 지

금의 태평양과 인도양에 해당한다. 

동대양해—태평양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고대 중국인의 언어환경에는 바다보다 더 큰 수역을 “대양해”라

고 칭하며, 그 앞에 방위 형용사를 두어 중국이 위치한 동아시아 대륙의 지리방위에 해당하

는 대양을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서태평양 호형군도 동쪽의 드넓은 대양에 대해 옛날 사람들

은 “동대양해”라 불렀고, 글자 그대로 중국 동쪽의 드넓은 대양을 가리킨다.

“동대양해”라는 이름을 찾아보면, 송나라 문헌에 가장 먼저 등장한다. 송나라 사람 여정덕

１)　 卷六十七，元后至元刻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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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하고 있다. １３) 

대동양: 태평양 밖에서 널리 사용되기 이전에 중국인들은 이를 대신하여 “대동양”을 즐겨 

사용하였으며, 청나라 말까지 이어졌다. 청나라 말 최국인(崔国因)의 『출사미일밀국일기(出

使美日秘国日记)』에는 여러 곳에 “대동양”을 언급하였는데, 예를 들어“호놀룰루는 대동양의 

섬나라로, 땅이 넓고 사람이 적으며 중국인들은 빨리 가는 자들이 많고 토착인들은 이를 피

한다.” １４)고 한다. 또 동일 권에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려면 대동양에서 동쪽으로 가면 다

다르고, 지중해에서 서쪽으로 가도 역시 도달한다.”라 하였다.

그러나 예외도 있는데, 청나라 초 진륜형은 “서양인이 사방의 바다 이름을 적었는데, 동남

쪽 결여된 곳의 바다 이름을 소동양이라 하고, 과십답소(戈什嗒少) 서쪽 소서양에 해당한다. 

일본의 바다를 대동양으로 하고 홍모(红毛) 대서양에 대응한다.” １５) 청나라 말 진충의(陈忠

倚)는 『청경세문삼편(清经世文三编)』의 『전사이지리위요설(战事以地利为要说)』에서 “강원

도 동남쪽은 경상도이며, 동쪽은 한국동해, 남쪽은 대동양해, 즉 황해이다. 동쪽에서 남쪽으

로 꺾어진 곳에 일본 대마도와 서로 마주하는데 이는 고려해협으로 명나라 평수길(平秀吉)의 

난 때 이 곳에서 만났다.”고 기록한다. １６)

서남해/남대양해—인도양

1. 서남해

당나라 말 단성식(段成式)의 『유양잡조(酉阳杂俎)』 권4에는 “베르베라(지금의 아프리카 

동안 소말리아 연해지역)는 서남해에 있는데, 오곡을 먹지 않고 육식만 한다. 바늘로 소와 가

１３)　 《西學考略》卷上，清光緖九年同文館本。

１４)　 清　崔国因《出使美日秘国日记》卷一，清光緖二十年本。

１５)　 [清]陈伦炯撰，李长傅校注，陈代光整理《<海国闻见录>校注》，中州古籍出版社，1985年，第66页。

１６)　 卷五十八，兵政十五（地利），兵政十六（兵制），清光緖石印本。

“대동양”은 동태평양에, 그리고 “동남해”는 지금의 남태평양에 해당한다.

마테오 리치가 남경(南京)에서 그린 『산해여지전도(山海舆地全图)』는 명나라 사람 풍응경

(冯应京)이 쓴 『월령광의(月令广义)』에 모사본이 있는데 거기에는 일본, 류큐와 “소동양” 사

이에 “대명해”라 새겨져 있다. 고로 이 명칭이 나온 것이 16세기 말엽이란 것을 알 수 있다. 

“대명해”는 영어의 China Sea에 해당하며,８) 지금의 동해와 남해 사이의 영문명인 East 

China Sea와 South China Sea의 어원이다. ９)

 명나라 말 중국에 온 이탈리아인 줄리오 알레니가 쓴 『직방외기(职方外纪)』권 5 『사해총

설(四海总说)』1절에는 “이 곳은 중국열(中国列) 중앙으로 대동양에서 소동양을 동해라 한다”

라고 이른다. １０)  

아편전쟁 이후 중국 대중이 세계지리를 점차 받아들이면서 공공 지식으로 자리매김하였

다. 중국 전통지리 지식과 근대에 들어온 서양지리 신지식이 신지리 체계에 들어서는 과정에

서 중국 지리학자들은 고대 중국과 관련된 동부 대양의 개념 중 원명(元明)시기 불교와 문학

작품 중에서의 “동양대해”와 상술한 “대동양”을 연결시켰다.

동양대해: 청나라 서계여(徐继畲)가 그린 『영환지략(瀛环志略)』권 2에 “남양각도도(南洋

各岛图)”가 있는데, 화남(华南) 및 동남아시아 각지를 그렸고 그림 동북 모서리에 문자 설명

이 있다. 여기서 동쪽으로 가면 아메리카에 이르고, 서유럽인들은 대양해라 이르는데, 이는 

중국의 동양대해이다. １１) 같은 책 같은 권에는 또 “동남양대양해각도도(东南洋大洋海各岛图

)”가 네 그림으로 나누어져있다. “아시아” 그림에는 “대양해는 동양대해이고 태평양이라고도 

한다”라고 설명한다. １２) 광서(光绪) 6년(1880)에 이르러 정위양(丁韪良)이 일본에서 미국으

로 사신으로 나갔을 때 같은 해 4월 15일 요코하마에서 “배가 동양대해로 쉽게 나아갔으며 5

월 29일에 이르러 미국 국경에 도달하였는데 양안의 거리는 1만4천여리에 달한다.”라고 기

８)　 �1868년�영국�해군부�출판『중국해항해지남(中国海航海指南)』（China�Sea�Directory）이�있다.�兹据赵焕庭《南海名浅
考》，《热带海洋学报》，2009年第3期，见第13页。

９)　 주8과�동일.

１０)　 [意]艾儒略原著，谢方校释《<职方外纪>校释》，中华书局，1996年，第146页。

１１)　 朱鉴秋、陈佳荣、钱江、谭广濂编著《中外交通古地图集》，第309页。

１２)　 朱鉴秋、陈佳荣、钱江、谭广濂编著《中外交通古地图集》，第312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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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理), 토번(吐蕃)을 서쪽 경계로 하고, 남쪽은 대양해에 접해있다. 바다 입구에는 세란국

이 있으며, 그 서쪽에는 오천축(五天竺)이, 남쪽 끝에는 고람국(故临国)이 있다. 다시 서쪽

으로 동대식해(东大食海)가 있고 바다 서쪽은 대식국(大食国)이며, 다시 그 서쪽은 대식해(

大食海)로 많은 상인들이 다니지 않는다.

남대양해의 모든 제국 중 삼불제(三佛齐)가 가장 큰데 온갖 무성한 보물의 도시이다. 삼불

제 동쪽은 도파국이며 동북쪽은 신라국, 고려국으로 중국으로 가려면 점성국이 유일하게 가

장 가깝고 대식이 가장 먼데, 대식에 이르려면 배로 1년을 가야한다. 모든 나라는 만(蛮)에

서부터 차례로 도달한다.２２)

또 이르기를,

“삼불제 남쪽은 남대양해다. 바다에는 작은 섬이 만여 개 있으나 사람이 살지 않고 더 남쪽

으로 가면 길이 통하지 않는다.”  “교지를 그 쪽 모서리로 정한다. 교지에서 남쪽으로 쭉 가

면 점성, 진랍, 불라안(佛罗安)이다. 교지 서북쪽은 대리(大理), 흑수(黑水), 토번(吐蕃)이

다. 그리하여 서쪽에는 대해가 막고있다. 이 바다를 세란(细兰)이라 한다. 세란해에는 큰 대

륙이 하나 있는데 세란국이라 하며, 그곳을 건너면 서쪽에 이른다. 다시 여러 나라들이 있

다. 그 남쪽은 고람국(故临国), 북쪽은 대진국(大秦国), 왕사성(王舍城), 천축국이다. 다시 

서쪽으로는 바다가 있는데 동대식해라 하며 그곳을 건너면 서쪽에 이르는데 바로 대식제국이

다. 대식의 땅은 매우 넓고 나라가 매우 많아 상세히 다 적지 못한다.”２３)

그가 기록한 남대양해는 바로 인도양이다.

마테오리치가 중국에 온 이후 세계지리를 소개할 때도 역시 중국 전통의 “서남해” 개념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장황의 묘사본인 『여지산해전도』 그림에서 지금의 아프리카에서 자바 

사이의 해역을 서남해라 표기하고 있다.２４) 이후 『곤여만국전도(坤舆万国全国)』에서도 연용

하고 있다.

２２)　 宋　黄震《黄氏日钞》卷六十七，元后至元刻本

２３)　 宋　周去非《岭外代答》卷二《海外诸番国》，清文渊阁四库全书本。

２４)　 �이�그림은�『중국고대지도(中国古代地图)명대(明代)》에�실려있지�않지만�황시감(黄时鉴)、공영안(龚缨晏)이�쓴�『마테
오리치�세계지도�연구(利玛窦世界地图研究)』에서�확인된다,�上海古籍出版社，2004年，第13页�及朱鉴秋、陈佳荣、钱
江、谭广濂编著《中外交通古地图集》，中西书局，2017年，上海，第135页。

축에게서 피와 우유를 얻어 생식한다. 의복이 없고 허리 아래만 양가죽으로 가린다. 여인들

은 하얗고 단정하여 나라 사람들이 그를 유괴하여 외국 상인에게 파는데 가격이 수 배에 달한

다. 땅에서는 상아와 아미리스만이 날 뿐이다.”라 전한다.１７) 『신당서(新唐书)』 권221 『서역

전(西域传)』에는 “사자(师子)”국(지금의 스리랑카)은 “서남해에 있다.”라고 전한다.１８)

남송(南宋)시기 주거비(周去非) 역시 “서남해”의 개념을 사용하였는데, 그는 “서남해 상의 

페르시아”라고 언급하였다.１９) 조여활(赵汝适)은 “곤륜층기국(昆仑层期国)”(지금의 동아프리

카 탄자니아의 잔지바르)을 언급할 때 이 나라가 “서남해 위”에 있다고 하였다.２０)

몽고 헌종(宪宗) 몽케(蒙哥)가 서역에 종왕(宗王) 훌레구(旭烈兀)를 사자로 보낼 때 한인(

汉人) 유욱(刘郁)이 동행하였다. 그는 페르시아의 “실라자국(失罗子国)”(지금의 이란 시라즈

성)을 기록하면서 “그 서남해”에서 진주가 난다고 하였다.２１) 이 모든 “서남해”는 당나라 때와 

마찬가지로 북인도양을 가리킨다.

원나라 주치중(周致中)이 편찬한 『이역지(异域志)』에는 “서양국(西洋国)”이 두 차례 언급

되어 있다. 첫번째는 “서양국”조에서 이 나라는 “서남해에 있고 산호, 보석 등이 나며 실로 

짠 베는 길고 매우 얇은데 옥처럼 희고 밝아 종이와 같다”고 하였다. “서양국”은 “마팔아(马

八儿)”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명나라 정화(郑和) 시대의 서양쇄리(西洋锁里)로 지금의 인도 

차대륙 동남해안을 관할한다.

2. 남대양해

남송시기 주거비는 『영외대답(岭外代答)』에서 송나라 경계의 남쪽과 서남쪽을 기록했다.

점성(占城)국과 강 하나를 두고 진랍(眞腊)국이 있고, 또 강 하나를 건너면 등루미(登楼眉

)라 하는데, 여러 나라의 서쪽에는 큰 바다가 있어 세란(细兰)이라 부르고, 교지(交趾), 대리

１７)　 《酉阳杂俎》，卷4；《新唐书》卷221《西域传》说“大食西南属海，海中有拨拔力种”。

１８)　 《通典》卷193则云：“师子国……在西海之中。”

１９)　 《岭外代答》卷3；《诸蕃志》卷上录此段。

２０)　 《诸蕃志》卷上“海上杂国”。

２１)　 刘郁：《西使记》，中华书局标点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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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２８)

 여기에 나오는 “새가소해” 명칭 중 “새가”의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소해”는 앞서 말한 『위

서』와 『당회요』에 기록된 “소해”로 소급할 수 있을 것이다. 위진(魏晋) 시기부터 원나라까지 

약 1천년의 시간 동안 “소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고려인을 포함한 지금의 극동 대륙 각 민

족이 한국동해/동해를 상당히 고정적으로 부르던 보편적인 명칭임을 내포하고 있다. 

2.  북해와 남해

 당나라 사람 두우(杜佑)는 『통전』에서 유귀국(流鬼国)을 기록할 때 인접한 바다를 언급하

였는데 다음과 같다.

 유귀는 북해의 북쪽에 있다. 북으로는 야차국(夜叉国)에 이른다. 나머지 삼면이 모두 큰

바다로 막혀있고, 남으로 가면 말갈이 없어 배로 15일이 걸린다. 성곽이 없고 섬에 흩어져 

살고 있다. 깊이 수십 척의 땅을  파서 양 변에 나무를 비스듬히 세우는데 가옥 구조로 되어

있다. 사람들은 모두 가죽 옷을 입는다. 개의 털과 삼을 섞어 짠 베로 옷을 해 입는다. 여인

들은 겨울에 돼지와 사슴 가죽으로 옷을 입고, 여름에는 물고기 껍질로 옷을 입는데 그 제법

이 요(獠)와 동일하다. 습지가 많고 소금과 물고기로 이익을 얻는다. 땅의 기운은 차가워 서

리와 눈이 일찍 내린다. 매번 얼음이 언 뒤에는 폭 6촌, 길이 7척의 나무 위에 끈을 매고 얼

음을 밟아 길짐승을 몰아낸다. 개가 흔하다. 훌륭한 병사가 만여 명이 있다. 서로 인사하는 

예절이 없으며 관료의 법도 없다. 사시사철을 알지 못한다. 도둑질을 한 뒤 국경을 넘어온 자

가 있으면 서로 알려준다. 궁은 길이 4척 여 이며 화살은 중국과 동일한데 골석을 촉으로 한

다. 가무를 좋아한다. 사람이 죽으면 분해하여 나무에 심으며 3년간 곡을 하고 상복제는 없

다.

 말갈은 바다를 통해 나라의 상품을 교환하여 국가의 큰 사업을 벌인다. 그리하여 군장 맹

방(孟蜯)이 그 아들 가야여지(可也余志)를 파견하였는데 당 정관(贞观) 14년에 여러 차례 통

역하여 조공을 바쳤다. 처음에는 말갈에 이르렀는데, 승마를 알지 못하여 말에 오르면 떨어

２８)　 苏天爵《元文类》卷四十一，四部丛刊景元至正本。

Ⅱ. 태평양 해역

한국동해/동해

중국 역사 문헌과 도적(图籍)에서 한국동해/동해와 관련된 기록이라 할 만한 것은 풍부한

데, 초보적으로 조사하면 역대 중국 문헌에서 한국동해/동해를 소해（小海）, 동해（东海）, 요

해（辽海）, 남해（南海）, 경해（鲸海）와 경천（鲸川） 등으로 불렀음을 알 수 있다.

1. 소해

 위수(魏收)의 『위서(魏书)』에 백제의 기록이 있다. “나라 북쪽으로 가면 고구려가 천여 리

에 있으며 작은 바다 남쪽에 처해있다.”２５) 이 기록은 역대 중국 사서인 『통전(通典)』，『구당서

(旧唐书)』，『당회요(唐会要)』 및 『문헌통고(文献通考)』등에서 인용하였다. 안호삼(安虎森), 

진재(陈才)는 『당회요』의 기록을 주목하였는데, “지금 흑수말갈(黑水靺鞨)을 경계로 남쪽은 

발해국 현덕부(显德府)이고, 북쪽은 소해에 이르고 동으로는 대해에 이르며 서로는 실위(室

韦)와 접해있다. 남북 약 2천리이며 동서 약 1천리이다.”(『당회요』 권96 『말갈』) ２６)

『원경세대전ㆍ정토(元经世大典•征讨)』중 요양(辽阳) 외골조(嵬骨条) 기사에

“원나라 10년에 이르러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 탑갑라(塔匣剌)로 하여금 길열미(吉烈迷)와 

외골을 토벌케 명하였으나, 파도와 풍랑을 넘기 힘들어 정벌하지 못하였다. 지난해 노아가(

弩儿哥)가 이 땅을 정벌하러 득올(得兀) 사람 염설(厌薛)에게 묻자, ‘외골을 정벌하고자 한다

면２７) 반드시 병사를 모아 겨울에 새가소해(赛哥小海) 나루터에 얼음이 얼면 그 위에서 앞으

２５)　 卷一百，《东夷传·百济》条，中华书局标点本，第2217页。

２６)   두 명의 저자가 고증하여 교정하기를, “여기의 ‘대해’는 지금의 한국동해이다. 소해(小海)는 ‘소해(少海)’로, 지금의 오호츠크
해를 가리킨다.”——《中国历史文献中的日本海地名溯源考》《东北师大学报》1996年第4期，见页26。

유신군(刘信君)은 『중국 역대 문헌에서 한국동해(경해(鲸海))와 관련된 명칭 고증』（刊于《社会科学战线》，2010
年，第6期，见页172）에서 이 의견을 따랐다(출처불명).
아래 글과 대조하면 소해가 오호츠크해라는 의견은 다시 한 번 고찰할 만하다. 아래 글에서 “소해”는 응당 지금의 한국의 
동해와 북한/한반도에 인접한 해역을 가리킨다.

２７)　 �문맥상�골외(骨嵬)의�오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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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음을 알 수 있다. ３３)

3. 요해(辽海)와 동해

 요, 금, 원 3대의 통치 민족인 거란, 여진과 몽고는 모두 아시아 북부에서 왔기 때문에 이 

때는 고대 중국인들의 한국동해에 대한 지식이 성장하는 시기였다. 당시에는 여진의 각 부(

部) 동쪽 경계의 오국부（五国部）가 대해（大海）에 면해 있어 바다(지금의 한국동해)를 건너 온 

송골매를 해동청(海东青)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송나라 사람 진균(陈均)은 『황조편년비요(皇朝编年备要)』중 정화(政和)4년(1114) 항에

서 “이 해에 여진이 요나라 영강부(宁江府)를 점령하였다”는 구절 아래 주석을 달았다.

 여진의 동북은 오국（五国）과 이웃해있다. 오국의 동쪽은 대해에 접해있는데 매가 유명하

다. 해동에서 온 자들은 해동청이라 부르는데 작지만 수려하고 강하며 거위와 오리를 사로잡

을 수 있다. 발톱이 흰 것은 특히 기이하게 여겨 요나라 사람들이 몹시 좋아하였는데 해마다 

여진에게 요구하였다. 여진이 오국전투(五国战斗)를 치른 후 얻을 수 있었다. ３４) 

 여진 오국부가 접한 바다로 말하자면 송나라 사람 서몽신(徐梦莘)이 『삼조북맹회편(三朝

北盟会编)』에서 여진 각 부를 기록하였는데 그 중 “국경지대에서 멀고 동해에 가까운 곳을 이

르러 동해여진이라고 한다.”３５) 송나라 사람 노진(路振)이 『승요록(乘轺录)』에서 요나라로 조

공을 바치러 가서 들은 것을 기록하기를 고려, 여진은 “동북에서 요해(辽海)까지 2천리이며 

요해는 동해이다.”라고 하였다.３６) 요, 금 양대에 동해와 요해의 의미는 상통함을 알 수 있으

며, 모두 지금의 한국동해를 가리킨다.３７) 동해의 명칭은 오랜 시간동안 사용했는데, 누르하

치가 동북을 통일했을 때부터 청나라 말까지로, 많은 중국 문헌에서 여전히 동해를 지금의 

３３)　 上引安虎森、陈才《中国历史文献中的日本海地名溯源考》，页27。

３４)　  [宋]陈均撰:《皇朝编年备要》(又称《宋九朝编年备要》)卷二八，宋绍定刻本，淸钱大昕跋，上海图书馆。

３５)　 卷3《政宣上秩三》，上海古籍出版社，1987年，第16页。

３６)  顾宏义、李文整理标校：《宋代日记丛编》，上海书店出版社�,�2013年7月，第9页。

３７)　 张博泉�魏存成主编：《东北古代民族考古与疆域》，吉林大学出版社，1998年1月，第662页。

져 넘어졌다.

 나이 많은 노인이 말을 전하기를 나라 북쪽으로 한 달을 가면 야차인이 있는데 모두 돼지 

이빨과 꼬리를 내어 사람에게 먹인다. 아무도 그 경계를 지나지 않아 사절을 파견하여 교류

하지 않았다. ２９)

 다수의 학자들은 유외를 지금의 러시아 극동 캄차카반도라고 여기는데, 필자도 이에 동의

한다. 삼면을 둘러 싼 바다는 오호츠크해와 북태평양 및 베링해이다. 남쪽에 접한 북해는 지

금의 한국동해 북부로 이와 상대되는 것이 남해이다.『신당서(新唐书)』에는 발해가 그 주변국

과 통할 때 다섯 갈래의 주요 교통로가 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중 “용원(龙原) 동남쪽 빈해(

濒海)는 일본도(日本道)이다. 남해는 신라도(新罗道)이다.” ３０) 발해 용원부 관할지는 지금의 

훈춘(珲春), 북한 청진(清津)과 러시아 대피득만(大彼得湾) 서쪽의 빈해지역으로, 1961년 

1월 13일 『인민일보(人民日报)』보도에 따르면 “소련과학원 시베리아 총분원은 최근 블라디

보스토크 부근 포시예트만에서 발해국 항만 유적을 발견하였다”고 하였다. 고로 지금의 러시

아 국경 내의 포시예트만은 당시 발해국의 시발항구임에 틀림없다. 남해는 발해국 남해부(南

海府)를 가리키며, 관할지는 지금의 북한 낭림산맥 동쪽 빈해 지역이다. 이로부터 추측컨대, 

발해국 사람들은 당시 지금의 한국동해 남부 부근의 한반도 해역을 남해라 불렀을 것이다. ３１)

『명태조실록(明太祖实录)』 권105에는 영락(永乐)15년(1417) 3월 정해(丁亥) 음력 초하

루, “남해 변경지역 여직야인(女直野人) 산성합(散成哈) 등이 조공을 바치러 오자, 산성합에

게 명을 내려 모든 일을 지휘하도록 하고 보패로(保孛路)를 천호등관(千户等官)과 동일하게 

하고, 희랄라오(喜剌乌卫)를 부리게 하였으며 관대(冠带), 습의(袭衣)와 돈을 하사하라 명

하였다.３２) 여기서 남해 변경지역은 지금의 러시아 포시예트만 서안으로 명나라때까지 사람들

이 지금의 한국동해의 남부 해역을 “남해”로 부르며 오랜 시간동안 발해 시기의 명칭을 답습

２９)　 《通典》卷二百，边防十六，排印本下,岳麓书社,1995年11月,第2852页。�

３０)　 《新唐书》卷219《渤海传》，中华书局标点本，第6182页。

３１)　 上引安虎森、陈才《中国历史文献中的日本海地名溯源考》，页26。

３２)　 《�明太宗实录》卷一百八十六，永乐十五年三月条，台湾中研院史语所影印本，第1989-1990页。此史料安虎森、진재(陈
才)의�글에서�이미�인용하였다,�출처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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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해”의 구체적인 위치를 비정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경천지해’를 한국동해

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헤이룽지앙(黑龙江) 유역에 많이 서식하

는 Huso daurious에 착안하여 소위 고래는 Huso daurios/철갑상어로, 경천은 훈통지앙

(混同江)/헤이룽지앙을 가리키는 것으로 “경천지해”는 오호츠크해로 비정하는 것이 적합하

다고 하였다. ４２)

담기양(谭其骧)은 “북침경천지해(北浸鲸川之海)”는 “타타르 해협”이라고 주장했다.４３)

허자영(许子荣)、곡수성(曲守成)은 구소련 학자 아르셰니예프가 쓴 『우수리의 울창한 숲에

서』하권 『Maksim Munzak 『1907년 오소리 지역 여행의 추억』에서 이 책에 기록된 두 줄

의 우드해어(乌德海语)로 “칼라마”(고래)로 명명된 작은 하천은 “경천”으로, 이 강이 흘러들

어가는 바다가 한국동해의 해역으로 “경천지해”라는 것이다.４４)라고 하였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历代国都之图)』에서 경천이란 지명을 표시하고 상세히 

설명을 달았는데, 이는 상술한 토론 중의 하나를 결론지을 수 있었다. 즉 경천이 한국동해라

는 것이다.

경천과 대응하는 것으로 경해(鲸海)가 있다.『도종인성문황제애책(道宗仁圣文皇帝哀册)』

에 “경해지동(鲸海之东)”이란 말이 있다.４５)

이로부터 경해라는 용어가 지금의 한국동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대양을 총괄하여 

가리키는데 쓸 수 있기에, 당송시기 문헌에 경해를 언급하는 부분을 적잖이 찾을 수 있지만 

종종 그 확실한 의미를 확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예를 들면 [당]마대(马戴)의 『증별북객(

赠别北客)』이란 시에서의 “기러기는 싸락눈을 날고 경해는 물결치듯 사납게 이는 구름에 떨

어진다”４６) [송]양억(杨亿)의 『도군만세자견(到郡满岁自遣)』이란 시에서 “땅은 경해와 접해있

고 길은 풍성(凤城)과 멀다” ４７) 그러나 일부 한국동해를 가리키는 것을 대략적으로 확정할 수 

４２)　 《鲸川之海考》，《历史研究》，1979年09期，页92以下。

４３)　《 元代的水达达路和开元路》, 《历史地理》创刊号, 上海人民出版社，1981年，第180页。 

４４)　 兹据上引许子荣、曲守成文，第61页。�

４５)　 见沈一民：《古代中国对东北海疆的管控》，《中国社会科学报》，2016年1月18日，第4版。

４６)　 周振甫主编：《唐诗宋词元曲全集·�全唐诗》第11册，黄山书社，1999年1月，第4186页。

４７)　 [清]张景星、姚培谦、王永祺选：《宋诗别裁集》，上海古籍出版社，1978年10月，第169页。

일본해**로 부르고 있다. ３８)

그러나 주지해야 할 것은, 중국과 북한/한국의 고대 문헌에서 모두 일본해를 동해라 부르

고 있지만 반도인들의 반도를 중심으로 한 시각이 다르기에 고대 중국 문헌에서 동해와 관련

된 명칭의 지리개념의 원점은 극동대륙으로, 이 바다가 극동대륙 동쪽에 있어서 동해라 부르

는 것이다.

4.  경천(鲸川)과 경해(鲸海)

경천이란 명칭은 학계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주지해왔다. 경애(景爱) 선생은 일찍이 『원일

통지(元一统志)』에서 개원성(开元城)은 “남으로 백두산***(长白)을 지키고 북으로 경천의 

바다에 잠겨있다.”３９)고 하였는데, 여기서 “경천지해(鲸川之海)”는 『환우통지(寰宇通志)』와 

『만주원류고(满洲源流考)』에서 모두 “경주지해(鲸州之海)”로 표기하고 있다.(『환우통지』권

77, 『만주원류고』권13.） 경애는 “천(川)은 하류이고 주(洲)는 대륙, 경(鲸)은 수중 동물로, 

‘경천(鲸川)’은 고래의 천, ‘경주(鲸洲)’는 전혀 알 수 없으므로, ‘경주’는 ‘경천’의 오기일 것이

다.”라고 하였다. ４０)

김육불(金毓黻)은 경천지해는 오국 두성(头城)일대로, 이르기를 “개원로(开元路) 북쪽은 

경주（鲸洲）(川)의 바다에 잠겨있고, 삼경(三京)의 고국(故国)이며 오국의 옛 성으로 이 곳 북

쪽 경계부터 오국 두성까지가 그 증거라.”４１)라고 하였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대부분 전내원(

箭内垣)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천을 한국동해로 비정하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경애는 “‘경천지해’는 『원일통지』에서만 보인다. 이 간략한 기록에 근거한다면 “경

３８)　 上引安虎森、陈才：《中国历史文献中的日本海地名溯源考》，第27-28页。

３９)　 [元]孛兰肹等撰，赵万里校辑：《元一统志》卷2《辽阳等处行中书省》，中华书局，1966年，第219-220页。

４０)　 《�鲸川之海考》，《历史研究》，1979年09期，页92。허자영(许子荣)、곡수성(曲守成)은�『“경천지해”와�관련된�몇�가
지�문제』라는�제목의�글에서�더�자세히�논증하였다（《北方文物》，1995�年第1期。）

４１)　 金毓黻：《东北通史》卷六，五十年代出版社，1981年，第413-414页。

*   *    편집자 주 : 위 일본해라는 문구는 중국문헌과 필자의 개인의견또는 문헌을 발췌한 것으로 문맥 상 바꿀수 없어 그대로 두
었음을 밝혀둔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관련이 없음.

*   *   �편집자 주 : 장백산(长白)이라고 표기된 것을 백두산으로 바꾸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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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왔다. 이르기를 “요양에서 불출혼(佛出浑)의 땅까지는 3천4백리이며, 불출혼에서 알타령(

斡朶怜)까지 1천리이며, 알타령에서 탁온만호부(托温万户府)까지 1백8십리,탁온에서 불사

목익구(佛思木隘口)까지 1백8십리, 불사목부터 호리개(胡里改)까지 다시 1백9십리, 호리

개부터 낙랑고익구(乐浪古隘口)까지 1백7십리, 낙랑고익구부터 걸열영(乞列怜)까지 1백9

십리이다. 불출혼에서 걸열영까지 모두 옛날 부(部)가 있던 곳으로, 그 곳에 가고자 하는 백

성이 있으면 타일러서 돌아오도록 한다.” 조서를 내려 명하길 금으로 글자를 새긴 비단을 하

사하였다.５１) 

명나라 사람 왕수(王璲)는 조선(朝鲜)으로 가는 친구를 배웅하는 시에서 두 차례 경해를 

언급하였는데, 첫번째는 『송통정사승장유상사조선(送通政寺丞章有常使朝鮮)』 시에 있는 구

절이다. “아름다운 옷을 하사받아 조선에 사신으로 가기를 명 받았다. 임무가 막중하나 영

광스레 하사받은 옷은 새 것이다. 경해에 도달하여 갈 곳을 찾아보니 배로 용강(龙江)을 건

넜다. 밤바람은 차고 달은 밝은데 떠나는 수레 뒤에서 이는 먼지를 바라다본다.”５２) 두번째는 

『송의조주사륙백염사조선(送仪曹主事陆伯曕使朝鲜)』이라는 시로 첫 소절에 이르기를, “경

해는 큰 파도가 치고 계림(鸡林)은 해가 뜨는 곳 근처에 있다. 황제의 명을 받아 사자로 임명

되니 그 은혜가 매우 크다. 하사품을 받으니 황제의 은덕이 매우 크며 조정에 돌아와 갑옷을 

매달아두었다. 옛날에는 이웃인 일본을 알고 있었으나 이번에는 새로이 조선으로 가기를 명 

받았다.” ５３) 여기에서 말하는 경해는 한국동해를 가리키는 것으로 확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확실히 할 수 있는 점은 송, 원, 명 3대, 다시 말해 10세기부터 14세기까지 경

해와 경천 두 용어가 함께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５４) 조선의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대명

혼일도(大明混一图)』의 모사본이 아니기 때문에 『대명혼일도』 원본에는 이 명칭이 나오지 않

는다. 만약 있다하면 청대에 덮어 쓴 만주 글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후 이 그림이 공개 출

５１)　 《�明太祖实录》卷一四二，台湾中研院史语所影印本，第2235-2236页。《中国历史地图集释文汇编·东北卷》第203页：
“鲸海千户(�所)”�条:�“�鲸海当即鲸川之海,�指今日本海而言。”

５２)　 《青城山人集》卷四，五言律诗，清文渊阁四库全书补配清文津阁四库全书本。

５３)　 上引《青城山人集》卷五，五言律詩。

５４)　 �许子荣、曲守成提出，鲸海的概念要大于鲸川。—— 《有关“鲸川之海” 的几个问题》，《北方文物》，1995 年第1期，
页61—62。

있는 것도 있다.

북송시기 대신(大臣) 이망(李纲)의 『순매도중견인여강남주필기제계십수(循梅道中遣人如

江南走笔寄诸季十首)』 첫 수에 “동생은 청운의 꿈이 있고 형은 지금 백발의 노인이다. 기러

기는 다리 북쪽을 날고 학은 요동(辽东)에서 돌아온다. 경해를 배로 건너면 해질 무렵 멀리 

보이는 푸르스름하고 흐릿한 기운이 창공에서 웃는다.” ４８) 『송사•정안국전(宋史•定安国传

)』에는 “정안국(定安国)은 본래 마한(马韩)의 종족으로 거란에게 공격당하자 우두머리가 남

은 무리를 이끌고 서쪽 변경을 지키며 나라를 세우고 연호를 바꾸었는데 이로부터 정안국이

라 불렀다.” 이 나라 왕 오현명(乌玄明)이 송나라에 사신을 보낸 후 송 태종(太宗)이 태평(太

平) 흥국(兴国)6년(981)에 조서를 내려 답하기를 “그대가 먼 나라에서 무리를 통솔하니 이름

을 무사(茂绪)라 하고 마한(马韩)의 땅에 머무르며 경해 사이의 지점을 표지로 한다.” ４９))  

경해라는 명칭은 원나라 멸망한 후에도 계속해서 사용된다.『명실록(明实录)』 홍무(洪武) 

15년(1382년) 2월조 기사에는

임술(壬戌) 천자가 청정(聽政)하니 원경해(元鲸海) 천호(千户) 속가첩목아(速哥帖木儿), 

목답합(木答哈) ５０)천호 완자첩목아(完者帖木儿), 아란(牙兰) 천호 조화(皂化)가 여진에서 돌

４８)　 《 梁溪集》卷二十七，诗二十三，道中作四十六首，及抵家以后作三十二首，清文渊阁四库全书本；[宋]李纲著《李纲全
集》 （上册），岳麓书社，2004年5月，第356页。

４９)　 《宋史》卷四百九十一，中华书局标点本，第14128页。

５０)　  『중국역사지도집·�동북지역자료회편(中国历史地图集·东北地区资料汇篇)』아로위(牙鲁卫)�조(条)：아로위(牙鲁卫)는�
지금의 소련 빈하이(滨海)�변경지역 탑오하(塔乌河)(청나라 그림에는 아란하(雅兰河)라고 함)�유역이다.
아로(牙鲁)는 영락(永乐) 6년 3월 올로한(兀鲁罕) 등 모두 9개 위(卫)를 동시에 설치하였다.
아로(牙鲁) 는 원대 “아란(牙兰)”，청대 “아란(雅兰)”이라 불렸다. 『명실록』태조조(太祖朝) 권142에，홍무(洪武) 15
년(1382)2월 임술(壬戌)，“ 천자가 청정(聽政)하니 원경해(元鲸海) 천호(千户) 속가첩목아(速哥帖木儿), 목답합(木答哈) 
천호 완자첩목아(完者帖木儿), 아란(牙兰) 천호 조화(皂化)가 여진에서 돌아왔다.”.“경해(鲸海)”는 모두“경주지해(鲸州之
海)”로 기록했는데，이는 지금의 한국동해로，여진의 동쪽에 있다. “아란(牙兰)”은 『금사(金史)』에서 야라(耶懒)、압
라(押懒)로 블라디보스토크�동북�연해의�아란유역을�가리키는�말이다.
『청태조무황제실록(清太祖武皇帝实录)』에는，“올길부(兀吉部)내의�서분위(瑞粉卫)�수령�토랑(吐朗)은�일찍이�태조를�
따르는�자로,�본부(本部)�압람위(押揽卫)�인에게�사로잡혀�갔다.”(경인년(庚寅年)，만력(万历)42년，1614)，“11월，병
사�5백을�보내어，동해올길부�(东海兀吉部)를�정벌하고�압람(押揽),석림(石临)�두�위(卫)가�백성�2백호를�거두고�사람과�가
축�1천을�데리고�돌아왔다.”동해올길부(东海兀吉部)는�동해와집부(东海窝集部)”라고도�하는데，이는�지금의�쑤이펀허
(绥芬河)、우수리�강�등지의�와이객부(瓦尔喀部)이다.“압람위(押揽卫)”는�아로위(牙鲁卫)로，“석림위(石临卫)”는�설
렬하위(薛列河卫)(실리위(失里卫))이다.�아로(牙鲁)、설렬하(薛列河)�두�위는�영락�6년�2,3월�사이에�설치된�것으로，우연한�
일치가�아니다.
청나라�초�사료에�보이는�압람위(押揽卫)는，의심할�여지�없이�아로(牙鲁)를�가리키며，청나라�지도에서의�아란하�유역이
다.�아란하는�소련에서�탑오하(塔乌河)라�바꾸어�불렀다.(Жayxe，필자는�Tayxe의�오역이�아닌가�생각한다).
『성경통지(盛京通志)』,�『만주원류고』에서�이르는�아로위는�탕왕하(汤旺河)�지류�아로하에�있다.�증거가�부족하여�동
의하지는�않는다——《中国历史地图集》中央民族学院编辑组,《中国历史地图集》东北地区资料汇篇,中国历史地
图集中央民族学院编辑组,1979年,第272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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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 of Asia in Ancient Chinese Literature 

Liu Yingsheng
Professor Emeritus, Department of Chinese History, Nanjing University

In ancient times, China in the East Asian continent, along with the Islamic world which 
spanned the South Mediterranean Sea, West Asia and Central Asia, were the world’s most devel-
oped regions in oceanography. It was only after the renaissance that this leadership was only taken 
away by the Portuguese explorers.

This paper aims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names used in ancient Chinese texts to refer 
to the seas of Asia, as well as the ancient Chinese understanding of world oceanography. China is 
situated in the East Asian continent, which is not in direct contact with the vast Pacific Ocean, but 
rather, within several seas of the Pacific, nestled between the West Pacific island arc and the East 
Asian continent. These seas are, going from North to South, the  East Sea of Korea*, Yellow Sea, 
East Sea and Southern Sea. The structure of this paper begins from the East Asian seas, going from 
North to South, and then continues westward to Southeast Asia and the North Indian Ocean. 

Ⅰ. Oceans— Pacific and Indian Ocean

Before going into the main discussion,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meaning of the two 

판된 이후에야 다시금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５５)

종합해보면 한국동해와 관련된 명칭은 모두 XX해로 불려진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양(洋

)”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필자는 추측컨대, “양”이라 불리는 해역은 일년 내내 이 곳을 통하

는 중국 수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부터 중국어를 사용한 수군이 고대에는 이 해역을 

비교적 적게 언급했던 것임을 반증할 수 있다. 비교적 적게 언급했던 것임을 반증할 수 있다. 

５５)　 �见拙文《鲸川与鲸海小考：古代东亚图籍中的日本海——韩日有关日本海/东海名称争议的中国视角》，《元史及民族边疆
研究集刊》第32辑，上海古籍出版社，2017年，第72-78页。

* Note :  Any words or phrases appeared as 'Sea of Japan' in the original article are altered as 'East Sea of Korea'. They are 
the views and opinions of the author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ose of the Organiz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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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ific island arc was called ‘Eastern Dayanghai(東大洋海)’, which means a vast ocean east of 
China.

The name ‘Eastern Dayanghai(東大洋海)’ is first seen in texts from the Song dynasty. 
In a record of a conversation between Zhu Xi and his disciple, edited by Li Jingde of Song, there 
is a line “Take the Eastern Dayanghai(東大洋海) for example. Not only water from the Eastern 
Dayanghai(東大洋海) may be called water, even water in a bottle that can be tilted to reveal the 
bottom is also water.”２) Zhou Daguan of Southern Song recorded in Lingwai Daida(岭外代答, 
Representative Answers from the Region beyond the Mountains), “East of Dupo(阇婆) is Eastern 
Dayanghai(東大洋海). As the waters get shallower, there is the Nvrenguo (女人国). Further east is 
Weilv(尾闾), which is not of the human world. Slightly to the Northeast are Goryeo and Baekje.”３) 
The same book also contains a verse about the confluence of three currents, “Cochin Yang(交址洋) 
has a confluence of three currents, where the water springs up and splits into three currents”，”The 
first is the East current, which has no end, and is called ‘Eastern Dayanghai(東大洋海)”. “It is said 
that islands and rocks stretch for tens of thousands of li in the Eastern Dayanghai(東大洋海), Weil-
v(尾闾) appears and ships fall into the Jiuyou(九幽). Ships used to travel there frequently in the 
past, they arrived at the Dongdahai(东大海) led by the great west wind(大西风), where the sounds 
of Weilv and crashing waves rang out endlessly, but they could avoid it if they chanced upon a great 
east wind (大东风).”４) Thus, the Eastern Dayanghai(東大洋海) corresponds to the Pacific Ocean 
of today.

 According to records by Chen Dazhen of Yuan, the waters around present day Luzon were 
called ‘Xiaodongyang(小东洋)’，while the waters South to Kalimantan were called ‘Dadong-
yang(大东洋)’.５) However, the terms Xiaodongyang and Dadongyang could not be found in liter-
ature for a long time after that. Only after Matteo Ricci came to China and introduced western ge-
ography to the Chinese, did the terms ‘Xiaodongyang’ and ‘Dadongyang’ come back into use, this 
time to refer to the East and West Pacific respectively. Although he painted the Da Ying Quan Tu (大

２)　�[Song] Li Jingde ed.：Zhuzi Yulei (朱子语类), Juan 33，printed in 9th year of Shenghua (Ming), postscript by 
Dingnei (Qing)，Nanjing Library.

３)　 Lingwai Daida(岭外代答)，Juan 2，Annotated by Yang Wuquan，pg 74.

４)　 Lingwai Daida(岭外代答)，Juan 1， Annotated by Yang Wuquan ，Zhonghuashuju(中华书局)，1999，pg 36.

５)　 Detail in following.

concepts, ‘hai(海)’ and ‘yang(洋)’. In the modern Chinese language, ‘yang(洋)’ generally refers 
to oceans  (such as the Pacific or Indian Ocean），while ‘hai(海)’ generally refers to areas in the 
ocean which are close to land, corresponding to the English term ‘sea’. In other words, ‘yang’ con-
tains ‘hai’, and is bigger than ‘hai’. However, before the transmission of Western geography to the 
East, ‘hai’ in ancient Han language texts referred to larger bodies of water, while ‘yang’ referred to 
specific areas in the waters, which covered a smaller scope than ‘hai’.

During the Southern Song era，the Northern region was occupied by the Jurchen King-
dom of Jin, blocking access to the traditional routes of external interactions to the west and through 
the plains. Thus, the royal court turned to maritime trade to increase its income and maintain its 
huge expenditure. This led to great development in maritime transport and international trade. The 
Chinese people’s understanding of oceanography also reached new heights, one of the key concepts 
newly created at the time being that of the ‘Dayanghai (great ocean, 大洋海)’ to refer to the bound-
less ocean. Huang Zhen of Song wrote in Huangshi Richao (黄氏日钞, Daily Notes of Huang), “One 
river away from Zhancheng(占城) is Zhenla (眞腊), and another river away from there is Denglou-
wei(登楼眉). There Is a large sea called Xilan(细兰) west from these countries，为JIaochi(交趾)、
Dali(大理) and Tufan(吐蕃) form the western border, while the South meets the Dayanghai (大洋

海). At the mouth of the sea is the Xilan Kingdom(细兰国)，which has Wutianzhu(五天竺) to the 
west and Gulin Kingdom (故临国) to the South.”１) The ‘Dayanghai（great ocean）’ in this text is 
the origin of the word ‘dayang(ocean)’ in the modern Chinese language. This point is very import-
ant to note. The people of Song placed China’s geographical position based on the ‘Dayang’ and 
rationally divided the ocean into two ‘Dayangs’, which correspond to today’s Pacific Ocean and 
Indian Ocean.

Eastern Dayanghai(東大洋海)—Pacific Ocean

As mentioned earlier, a body of water greater than ‘hai’ was named ‘dayanghai’ in the an-
cient Chinese lexicon, and a prefix was given to describe the ocean’s position relative to the East 
Asian continent, where China was situated. Therefore, the vast body of water to the East of the West 

１)　 Juan 67, printed from late Yuan to Y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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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 the Opium Wars, world geography gradually became accepted by the Chinese pub-
lic, and became part of shared public knowledge. In the process of combining traditional Chinese 
geography and recently introduced Western geography into a new geographic system , Chinese ge-
ographers connected the concepts of ‘Dongyangdahai (东洋大海)’ and the ‘Dadongyang’ found in 
Buddhist and literary works of Yuan and Qing as ancient Chinese terms related to the eastern part of 
the ocean.

Dongyangdahai (东洋大海)：In Juan 2, “Nanyang Gedao Tu (南洋各岛图, Islands of 
Nanyang)” of Yinghuan Zhilue (瀛环志略, A Short Account of the Maritime Circuit) painted by 
Xu Jiyu of Qing, the accompanying text on the northeast corner of the map reads, “Going east from 
here, one reaches America, westerners call this the ‘Dayanghai(大洋海)’, which is the ‘Dong-
yangdahai (东洋大海)’ of China.”１１) “Dongnanyang Dayanghai Gedao Tu (东南洋大洋海各岛

图 , Islands of Southeast Yang, Dayanghai)” of the same book, same Juan, is split into 4 maps. The 
annotation on the ‘Asia’ map reads ‘‘Dayanghai(大洋海)’ is ‘Dongyangdahai (东洋大海)’, also 
called the Pacific (Taipingyang,太平洋).”１２) When Ding Weiliang went from Japan to America as 
a diplomat in the 6th year of Guangxu（1880）, the ship set sail on the 15th of 4th month, “easily 
sailing into the ‘Dongyangdahai (东洋大海)’ , and reaching the American border on the 29th of the 
5th month. Tthe distance between the two shores was over 14,000 li.”１３)

 Dadongyang(大东洋)：Before the use of the name Pacific Ocean became widespread, 
te Chinese often used the name ‘Dadongyang (大东洋)’ instead. This practice continued until late 
Qing. ‘Dadongyang(大东洋)’ is mentioned many times in Chushi Meiri Miguo Riji (出使美日

秘国日记) by Cui Guoyin of Late Qing. Examples include “Honolulu is an island country in the 
Dadongyang, with vast territory and few people. Many Chinese people are rushing to get there, 
which is feared by the locals,”１４) and “One can reach America from China by sailing east on the 
Dadongyang. It is also possible to reach by sailing west from the Mediterranean.” in the same Juan.

１１)　�Zhu Jianqi, Chen Jiarong, Qian Jiang, Tan Guanglian ed., Zhongwai Jiaotong Guditu Ji (中外交通古地图集), pg 
309.

１２)　�Zhu Jianqi, Chen Jiarong, Qian Jiang, Tan Guanglian ed., Zhongwai Jiaotong Guditu Ji (中外交通古地图集), pg 
312.

１３)　�Xixue Kaolue(西學考略), Upper Juan，bound in 9th year of Guangxu (Qing), Tongwenguan(同文館)

１４)　Qing Cui Guoyin, Chushi Meiri Miguo Riji(出使美日秘国日记), Juan 1，bound in 20th year of Guangxu (Qing).

瀛全圖, Complete Map of the Great World) in Zhaoqing, Guangdong , 1584, before the printing 
of the Kunyu Wanguo Quantu (坤與万国全国, A Map of the Myriad Countries of the World), but 
this map does not exist in the present day. Afterwards, he painted another map in Nanchang, from 
1595 to 1598６), but only Zhang Huang’s copy of the original- Yudi Shanhai Quantu (舆地山海全图, 
Complete Terrestrial Map) remains to this day. In this map. the waters east of present day Guan are 
marked ‘Xiaodongyang’，while the waters west of the American continent were marked ‘Dadong-
yang’，and the waters west to the South American continent were marked ‘Southeastern Sea (东
南海)’.７) It can be seen that ‘Xiaodongyang’ corresponded to the West Pacific, ‘Dadongyang’ to the 
East Pacific, and ‘Southeastern Sea’ to the South Pacific of the present day.

Ricci had also painted the Shanhai Yudi Quantu (山海舆地全图) in Nanjing，of which a 
reproduction can be found in Yueling Guangyi (月令广义, Expanded explanation of monthly ordi-
nances), compiled by Feng Yingjing of Ming. In this map, the waters between Japan, Ryukyu and 
the ‘Xiaodongyang’ is marked ‘Daminghai 大明海 ‘. From this, it can be seen that that name first 
appeared around the late 16th century. ‘Daminghai’ can be roughly translated into the China Sea，８) 
and is also the origin of the names East China Sea and South China Sea for the East Sea (东海) and 
Southern Sea (南海).９) 

 Juan 5 of Zhifang Waiji (职方外纪, Record of Countries Outside of the Imperial Geogra-
pher’s View), written by Italian missionary Giulio Aleni who came to China in late Ming, contains 
the verse ‘Sihai Zongshuo (四海总说, General Remarks on the Four Seas), which mentions “Here, 
the ‘Dadongyang’ and ‘Xiaodongyang’ are named East Sea (东海), placing China in the center.”１０)

６)　 Gong YIngyan, Liang Jielong, “Xinfaxiande Kunyuwanguoquantu jiqi xueshu jiazhi (新发现的<坤舆万国全图>及
其学术价值)”，Haijiaoshi Yanjiu(海交史研究)，2017 (1)，pg. 3

７)　  This map is not collected in Zongguo Gudai Ditu Mingdai (中国古代地图（明代）). Refer to Huang Shijian, Gong 
Yingyan, Limadou Shijie Ditu Yanjiu (利玛窦世界地图研究)，Shanghai Guji Chubanshe (上海古籍出版社)，
2004, pg 13 and Zhu Jianqi, Chen Jiarong, Qian Jiang, Tan Guanglian ed., Zhongwai Jiaotong Guditu Ji (中外交通
古地图集)，Zhongxi Shuju (中西书局)，2017，Sanghai，pg 135.

８)　� For example, China Sea Directory published by the Royal Navy in 1868. Refer to Zhao Huanting, “Nanhaiming 
Qiankao (南海名浅考)”，Redai Haiyang Xuebao(热带海洋学报)，2009(3)，pg 13.

９)　 Ibid.

１０)　  [Italy] Original author Giulio Alenio，Xie Fangxiao trans., Zhifang Waiji Jiaoshi (<职方外纪>校释)，Zhonghua 
Shuju(中华书局)，1996，pg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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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i Lanka) “lies in the Southwest Sea (西南海)”.１８) 

Zhou Qufei of Southern Song also used the concept of the ’Southwest Sea (西南海)’, 
mentioning “Persia in the Southwest Sea (西南海)”’.１９) Zhao Rushi mentioned in his description of 
‘Kunlun Cengqiguo(昆仑层期国)’（Zanzibar in Tanzania, East Africa today）that the country “lies 
on the Southwest Sea (西南海)”.２０)

When Mongke Khan of the Mongol Empire sent Hulagu Khan as an envoy to the West, he 
was accompanied by Liu Yu, a Han person. He wrote of the Shiluozi Kingdom(失罗子国, present 
day Shiraz, Iran) in Persia, saying that pearls grew in “that Southwest Sea (西南海)”.２１) In all of 
these,  the ’Southwest Sea (西南海)’ refers to the North Indian Ocean, just as the term was used in 
the Tang dynasty.

‘Xiyangguo (西洋国)’ is mentioned twice in Yiyuzhi (异域志, Histories of Foreign Re-
gions) compiled by Zhou Zhizhong of Yuan . The first is in the ‘Xiyangguo(西洋国)’ entry，which 
states that the country “lies in the Southwest Sea (西南海), and produces coral and precious stones. 
Their woven textiles are long and very thin, being white and bright like paper.’’ ‘Xiyangguo(西洋

国)’ was also called ’Mabaer(马八儿)’，and ‘Xiyangsuoli (西洋锁里)’ in the Zhenghua period of 
Ming，which corresponds to the Southeastern coast of the Indian subcontinent.

2. Southern Dayanghai (南大洋海)

Zhou Qufei of Southern Song discussed the south and southwest of Song in Lingwai Daida 
(岭外代答, Representative Answers from the Region beyond the Mountains)：

One river away from Zhancheng(占城) is Zhenla (眞腊), and another river away from 
there is Denglouwei(登楼眉). There Is a large sea called Xilan(细兰) west from these countries，
为JIaochi(交趾)、Dali(大理) and Tufan(吐蕃) form the western border, while the South meets the 

１８)　 Tongdian(通典), Juan 193 states：“Shizi Kingdom(师子国)……is in the Western sea.”

１９)　 The paragraph can be found in Lingwai Daida(岭外代答), Juan 3；Dufanzhi(诸蕃志) Juan.

２０)　“Haishang Zaguo (海上杂国)” in Dufanzhi (诸蕃志) Juan

２１)　 Liu Yu, Xishiji (西使记)，Zhonghuashuju (中华书局) Edition.

However, there were also exceptions. Chen Lunjiong of early Qing wrote “Westerners 
have given names to the oceans , the sea in the Southeastern land is called Xiaodongyang(小东洋), 
which corresponds to the Xiaoxiyang(小西洋) west of Geshita(戈什嗒). The East Sea of Korea is 
called ‘Dadongyang(大东洋)’，which corresponds to Hongmao Daxiyang(红毛大西洋).”１５) Chen 
Zhongyi of late Qing wrote in “Zhanshi yi Diliwei Yaoshuo (战事以地利为要说, Brief History of 
Battles and Geography)” of Qingjing Shiwen Sanbian (清经世文三编), “Southeast of Gangwondo 
is Gyeongsangdo, and East is the East Sea of Korea, South is the Dadongyanghai (大东洋海)，
which is the Yellow Sea (Huanghai, 黄海). In the South, bending towards the east is Tsushima of 
Japan. This area is the Goryeo Strait, where they fought in the chaos of Doyotomi Hideyoshi during 
the Ming Dynasty.”１６)

Southwest Sea (西南海)/Southern Dayanghai (南大洋海)—Indian 
Ocean

1．Southwest Sea (西南海)

The following text is found in Juan 4 of Youyang Zazu (酉阳杂俎, Miscellaneous Morsels 
from Youyang) by Duan Chengshi of Tang：”In Berbera（Currently a coastal area in Somalia, 
East Africa) in the Southwest Sea (西南海)，people do not eat grains, only meat. They live on 
blood and milk obtained from livestock. They do not wear clothes, only covering below their waists 
with sheepskin. The women are fair and tidy, the people kidnap them and sell them to foreign trad-
ers, at many times the price. Only ivory and amyris grow from the land.”１７) Juan 221 “Xiyuzhuan(西
域传)” of Xintangshu (新唐书, New Book of Tang) states that ‘Shizi(师子)’ Kingdom (present day 

１５)　  [Qing] Chen Lunjiong ed.，Li Zhangbo annot., Chen Daiguang comp., Haiguo Wenjianlu Xiaozhu(<海国闻见录>
校注)，Zhongzhouguji Chubanshe(中州古籍出版社)，1985，pg 66.

１６)　  Juan 58, Bingzheng Shiwu Dili (兵政十五（地利）)，Bingzheng Shiliu Bingli(兵政十六（兵制）)，printed in 
Guangxu (Qing).

１７)　  Youyang Zazu (酉阳杂俎)，Juan4；Xintangshu(新唐书), Juan 221, Xiyuzhuan(西域传) states,“In the sea 
southwest of Dashi, is Berb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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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Pacific Ocean

East Sea of Korea / East Sea

There is an abundance of records related to the East Sea of Korea/East Sea in Chinese his-
torical literature. A look into the history books of past Chinese dynasties reveals that the East Sea of 
Korea/East Sea was  variously referred to as the Minor Sea (小海)、East Sea (东海)、Liao Sea (辽
海)、Southern Sea (南海)、Whale Sea (鲸海) and Whale Stream (鲸川) etc.

1. Minor Sea(Minor Sea (小海))

Weishu(魏书) from the Wei (魏) State describes Baekje as ‘About a thousand li North from 
this kingdom is Goguryeo, it lies South from the Minor Sea(小海).’２５) This description continued to 
be  used in the history books of other Chinese dynasties such as Tongdian (通典, Comprehensive 
Statues), Jiutangshu (旧唐书, Old Book of Tang), Tanghuiyao (唐会要) and Wenxiantongkao(文
献通考). An Hushen and Chen Cai noted that the Tanghuiyao states, ‘Currently the borders of 
Heishuimohe (黑水靺鞨) are, Xiandefu(显德府) of Balhae to the South, the Minor Sea (小海)to 
the North, the Major Sea (大海)to the east, and Shiwei to the West. It measures about 2,000 li from 
North to South and 1,000 li from east to west.’ （Tanghuiyao, Juan 96 ‘Mohe’)２６)

The note about the Liaoyang Weigu in ‘Yuanjingshidadian Zhengtao’gives the following 
account：

‘In the 10th year of Yuan, Taxiala, military official of the eastern conquest（征东招讨使） could not 

２５)　 Juan 100,”Dongyizhuan, Baiji(东夷传·百济)”， Zhonghuashuju (中华书局) Edition, pg 2217pg.

２６)　 The two authors’ conclusion from the research was,“‘Dahai(大海)’ in this text refers to today’s East Sea of Korea. 
The Minor Sea (xiaohai,小海) is the ‘Shaohai (少海)’, meaning today’s Sea of Okhotsk.”——“Zhongguo Lishi 
Wenxianzhongde Ribenhai Diming Suyuankao(中国历史文献中的日本海地名溯源考)”, Dongbei Shidaxue Bao 
(东北师大学报), 1996(4)，pg 26。
Liu Xinjun continued to follow this theory in “Zhongguo Lishi Wenxianzhong Youguan Ribenhai(Jinghai) 
Mingcheng Kaobian(中国历史文献中有关日本海(鲸海)名称考辨), published in Shehuikexue Zhanxian(社会科
学战线), 2010 (6)，pg 172 (source not cited).
Considering the text below, the view that the Minor Sea(小海) is the Sea of Okhotsk is worth reconsidering. The 
following text proves that Minor Sea(小海) refers to the part of today’s East Sea of Korea/East Sea of Korea close 
to the Korean peninsula.

Dayanghai (大洋海). Further west is Dongdashihai东大食海, West to that sea is Dashi Kingdom 
(大食国), and west to that is Dashihai(大食海), where merchants seldom travel.

Of the countries in Southern Dayanghai (南大洋海), Sanfoji(三佛齐) is the largest, and 
a city filled with great treasures. East of Sanfoji is Dupo Kingdom (阇婆国). Slightly Northeast 
is Shilla and Goryeo. From China the closest kingdom is Zhancheng(占城) and the furthest is 
Dashi(大食). It takes one year to sail to Dashi. All countries arrive in order starting from Man(蛮).２２)

And：

 South from Sanfozi is is the Southern Dayanghai (南大洋海). In this sea are tens of thou-
sands of small islands, where people do not live, and ships cannot pass further south. Jiaozhi (交
址) marks the border of this region. South from Jiaozhi are Zhancheng (占城), (Zhenla)真腊, and 
Foluoan(佛罗安). Northwest of Jiaozi are Dali(大理), Heishui(黒水) and Tufan(吐蕃). The west 
is blocked by the sea. This sea is called Xilan(细兰). There is one large land in Xilan sea, which 
is called Xilan Kingdom(细兰国). Beyond this country lies the west, which also contains many 
countries. South of this is Gulin Kingdom. To the North are Dajin Kingdom(大秦国), Wangshech-
eng(王舍城) and Tianzhu Kingdom(天竺国). West of that is a sea called Dongdashihai(东大食

海). Crossing it westward, one reaches the Dashi States (大食诸国). The land of Dashi is vast with 
many kingdoms, too numerous to be listed here in full.２３)

 The Southern Dayanghai (南大洋海) in his records was the Indian Ocean.
Even after Matteo Ricci’s arrival to China, the traditional Chinese concept of the ‘Southwest 

Sea (西南海)’was used in works on world geography. For example, in the Yudi Shanhai Quantu, 
Zhang Huang’s copy of Ricci’s map, the sea between present day Africa and Java is labeled as 
Southwest Sea (西南海).２４) This notation continues to be used in the Kunyu Wanguo Quantu .

２２)　 Song　Huang Zhen, Huangshi Richao(黄氏日钞), Juan 67，printed in Late Yuan to Yuan

２３)　  Song　Zhou Qufei, Lingwai Daida(岭外代答), Juan 2”Haiwai Dufanguo(海外诸番国)”，Qingwenyuange 
Sikuquanshu(清文渊阁四库全书) edition.

２４)　  This map is not collected in Zongguo Gudai Ditu Mingdai (中国古代地图（明代）). Refer to Huang Shijian, Gong 
Yingyan, Limadou Shijie Ditu Yanjiu (利玛窦世界地图研究)，Shanghai Guji Chubanshe (上海古籍出版社)，
2004, pg 13 and Zhu Jianqi, Chen Jiarong, Qian Jiang, Tan Guanglian ed., Zhongwai Jiaotong Guditu Ji (中外交
通古地图集)，Zhongxi Shuju (中西书局)，2017，Sanghai，pg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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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cholars give weight to the theory that Liugui corresponds to present day Kamchatka 
Peninsula in Russia. The waters that surround it on three sides would be the Sea of Okhotsk, the 
North Pacific and the Bering Sea. The Northern Sea (北海) which lies to its south would corre-
spond to the North of present day East Sea of Korea,and the sea that lies opposite it would be the 
Southern Sea (南海). Xintangshu (新唐书, New Book of Tang) describes the five key transporta-
tion routes around Balhae, stating， “From Longyuanfu(龙原), going Southeast by sea is the way 
to Japan, and the Southern Sea (南海) is the path to Shilla.”３０) Longyuanfu of Balhae was a region 
covering present day Hunchun, Cheongjin in North Korea and the coastal areas west to the Peter 
the Great Gulf. A People’s Daily article from January 13, 1961 reported, “The Siberia Branch of the 
Academy of Science of the USSR recently discovered historical remains of a Balhae Kingdom port 
in Posyet Bay near Vladivostok.” It is certain that Posyet Bay of Russia used to Balhae’s port to 
the sea. Southern Sea (南海), refers to Balhae’s Nanhaifu(南海府), an area covering the Nanglim 
Mountain Range and eastern coastal areas of North Korea today. From this, it can be deduced that 
the people of Balhae referred to the southern part of present day East Sea of Korea in proximity to 
the Korean peninsula as Southern Sea (南海).３１)

Juan 105 for the Mingtaizu Shilu (Veritable Records of Ming Taizu, 明太祖实录) records 
that in the 15th year of Yongle (1417), third month, day Dinghai, ‘Sanchengha and other Jurchens 
from the borderland of the Southern Sea (南海) came with tribute. Sanchengha is appointed as 
Zhihuijianshi (指挥佥事，military official title), and Baobeilu as a Qianhu (千户, military unit) 
official, the administrative region shall be Xiciwuwei(喜剌乌卫). The court bestows the imperial 
order, official belt, clothing and money.’３２) Here, the borderland of the Southern Sea (南海) refers to 
the western bank of Posyet Bay, Russia in the present day. This shows that the Balhae era use of the 
name ‘Southern Sea (南海)’ to refer to the southern part of the East Sea of Korea/East Sea (东海) 
continued even until the Ming dynasty.３３)

３０)　 Xintangshu(新唐书), Juan 219, “Bohaizhuan(渤海传)”，Zhonghuashujubiaodian Edition(中华书局标点)，pg 6182.

３１)　An Hushen, Chen Cai, ibid. pg 26

３２)　 Mingtaizong Shilu(明太宗实录), Juan 186，entry for 3d Month of 15th Year of Yongle，Taiwan Zhongyan Xueyuan 
Shiyushuo(台湾中研院史语所) printed edition，pg 1989-1990. This text is taken from An Hushen and Cai Chen, 
（source not cited）...

３３)　An Hushen, Chen Cai, ibid. pg 27.

conquer the lands of Daiyin(䚟因), Jiliemi(吉烈迷)and Weigu(嵬骨) due to the strong sea currents. Last year 
they campaigned to Nuerge (弩儿哥)，and asked Yanxin of Wu(兀)，who said,‘To conquer the Weigu２７), one 
must wait until winter when the Saigexiaohai (赛哥小海) freezes to move forward.’’２８)

The meaning of ‘Saige(赛哥)’ in ‘Saigexiaohai(赛哥小海)’ is unclear, but ’Minor Sea (小
海)’ appears to be the same ‘Minor Sea (小海)’ referenced in Weishu and Tanghuiyao. It can be de-
duced that for the 1,000 years from the Six Dynasties era to the Yuan Dynasty,the term ‘Minor Sea 
(小海)’ was used universally and steadily to refer to the East Sea of Korea/East Sea (东海) by the 
various peoples living in the far east, including the Goguryeo people.

2. The Northern Sea (北海) and Southern Sea (南海)

Du You of the Tang Dynasty mentioned the neighboring seas in his following description 
of Liugui (流鬼) in Tongdian（通典）：

Liugui is in the North of the Northern Sea (北海). Further North is Yecha Kingdom(夜叉国). The other three 
sides face the sea. There are no Mohe in the South, thus the journey takes 15 days by ship. They do not have city walls, 
living scatted on the islands. They dig several ci(尺) into the ground, erect wooden poles at an angle on the two sides, to 
build houses. People do not wear clothes, only using dog skins as covering. Women wear pig and deer skin in the winter, 
and fish skin in the summer, the material depending on what they can catch. There are many marshes, where they can fish 
easily. The weather is cold, forming snow in the morning. When the water freezes each year, they ride on wood plants 6 
cun wide and 7 ci long, dragged on the ice by animals, usually dogs. There are about 10,000 men fit to fight as soldiers. 
They do not know etiquette or have rule of government. They do not know of the sequence of time. They call out when 
strangers enter their land. Their bows are 4 ci long and arrowheads are made of stone, just like in China. They sing and 
dance for entertainment. The dead are buried in trees, mourning lasts three years without special mourning attire.

Mohe trades with other countries by sea, trade is a booming national industry. Therefore, Keyayuzhi(可也余志), 

the son of Luigui leader Mengbang(孟蜯) was dispatched to send double translated tribute to the court in the 14th year of 

Zhenguan, Tang. When they first arrived in Mohe, they did not know how to ride horses, and fell off as soon as they got 
on.

According to their elders, 1 month’s journey north of their Kingdom is a land of demons, who have protruding 
tusks and eat humans. No one has visited their land and there hasn’t been any diplomatic exchanges.２９)

２７)　 Author’s opinion is that this is a misprint of Guwei(骨嵬).

２８)　 Su Tianjue, Yuanwenlei(元文类), Juan 41，Sibucongkanjingyuanzizheng(四部丛刊景元至正) edition.

２９)　 Tongdian(通典), Juan 200，Bianfang shiliu(边防十六)，Printed Edition lower volume, Yuelushushe(岳麓书社), 
Nov 1995, pg 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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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since the unification of the Northeast by Nurhaci until the end of the Qing dynasty, with 
quite a number of Chinese texts referring to present day Sea of Japan** as the East Sea (东海).３８)

However, it must be pointed out that although ancient Chinese and Korean literature gen-
erally refers to the Sea of Japan as East Sea (东海)，this name was not give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eople in the Korean peninsula, placing the peninsula in the center. Rather, the geographical 
locus in the use of the name East Sea (东海) in ancient Chinese literature is the Far East, and this 
sea is called East Sea (东海) because it lies to the east of the Far East.

4. Whale Stream (鲸川) and Whale Sea (鲸海)

The name ‘Whale Stream (鲸川)’ had been noted by academics very early on. Jing Ai no-
ticed that ‘Jingchuanzhihai (sea of Whale Stream, 鲸川之海)’mentioned in the line, Kaiyuancheng 
is “close to the Baekdu Mountain*** to the South and the ‘sea of Whale Stream (鲸川之海)’ to the 
North.”３９) was changed to  ‘Jingzhou zhi Hai (Sea of Whale Land, 鲸州之海)’in Huanyu Tongzhi 
(寰宇通志, Comprehensive records of the universe) and Manzhou Yuanliu Kao (滿洲源流考 
Studies in the detailed history of the Manchus)(Juan 77 of Huanyu Tongzhi and Juan 13 of Man-
zhou Yuanliu Kao). Jing Ai reasoned that “chuan(川) refers to river and zhou(州) to land, but the 
whale is an aquatic creature. Thus, ‘Whale Stream (jingchuan, 鲸川)’ means the river of whales, but 
the meaning of ‘jingzhou(Whale Land, 鲸州)’ remains unclear. Therefore, ‘jingzhou (鲸州)’ may 
be taken as a misprint of ‘Whale Stream (jingchuan, 鲸川)’.４０)

 Jin Yufu believed that the sea of Whale Stream (鲸川) was in the Wuguo Toucheng re-

３８)　 An Hushen, Chen Cai, ibid. pg 27-28.

３９)　  [Yuan] Bei Lanxi et. al. comp., Zhao Wanli annot., Yuanyi Tongzhi(元一统志), Juan 2 “Liaoyang Dengchu 
Xingzhong Shusheng(辽阳等处行中书省)”，Zhonghuashuju，1966，pg 219-220.

４０)　  “Jingchuanzhihai Kao(鲸川之海考)”，Lishi Yanjiu(历史研究)，1979(09)，pg 92. More detailed discussions by Xu 
Zirong and Qu Shoucheng in “Youguan Jingchuanzhihai de Jige Wenti(有关“鲸川之海” 的几个问题)”,Beifang 
Wenwu(北方文物)，1995(1).

3. Liao Sea (辽海) and East Sea (东海)

As the ruling ethnic groups Khitan，Jurchen and Mongols, of Liao, Jin and Yuan respec-
tively, came from the Northern part of Asia, this period was a time in which the ancient Chinese 
people expanded their knowledge about the East Sea of Korea/East Sea (东海).At the time, Wuguo-
bu was on the eastern border of Jurchen, which was close to the sea, and the falcons that came from 
the sea (which is the present day East Sea of Korea/East Sea (东海)）were called Haidongqing(海
东青, Falco rusticolus).

Chen Jun of Song wrote the following in the book Huangchao Biannian Beiyao (皇朝编

年备要) under the 4th year of Zhenghe（1114）in the entry ’This year, Ningjiangfu of Liao fell to 
the Jurchen’:

Jurchen bordered Wuguobu on the Northeast. A famous falcon comes from the sea close to Wuguo to the east, 
called the Haidongqing(海东青). It is small but powerful, being able to catch geese and duck. People thought it special for 
its white claw, and the Liao took a terrible liking to it, requiring the Jurchen to provide them with the falcons every year. 
This induced the Jurchen rise up against Wuguo, taking Ningjiangfu in battle.３４)

As for the sea close to Jurchen and Wuguobu, Xu Hua of Song made a record of all the 
Jurchen administrative regions (bu, 部) in Sanchao Beimeng Huipian (三朝北盟会编), which 
included the line, ”Those who occupy the far outskirts close to the East Sea (东海) are called East 
Sea (东海) Jurchen.”３５) In Chengyaolu (乘轺录), a record of diplomatic missions to the Liao court 
by Lu Zhen of Song states that from Goryeo and Jurchen, “2,000 li Northeast is the Liao Sea (辽
海), Liao Sea (辽海) is the East Sea (东海)”。３６) It can be seen that during the Liao and Jin dynas-
ties, the terms ‘East Sea (东海)’ and ‘Liao Sea (辽海)’ both referred to the same sea- present day 
East Sea of Korea/East Sea (东海)。３７) The name ‘East Sea (东海)’ has been in use for a very long 

３４)　 [Song] Chen Jun ed., Huangchao Biannian Beiyao(皇朝编年备要) (or Songjiuchao Biannian Beiyao(宋九朝编年
备要), Juan 28，Songshaodingke(宋绍定 edition，Qingqiandaxinba(淸钱大昕跋)，Shanghai Library(上海图书
馆).

３５)　 Juan 3 ”Zhengxuan Shangzhi San(政宣上秩三)”, Shanghai Guji Chubanshe(上海古籍出版社)，1987，pg 16.

３６)　  Gu Hongyi, Li Wen comp. and annot., Songdai Riji Congbian(宋代日记丛编)，Sanghai Shudian Chubanshe(上海
书店出版社), Jul 2013，pg 9。

３７)　 Zhang Boquan, Wei Cuncheng ed., Dongbei Gudai Minzu Kaogu yu Jiangcheng(东北古代民族考古与疆域)，
Jilindaxue Chubanshe(吉林大学出版社)，Jan 1998, pg 662.

** Note :  Any words or phrases appeared as 'Sea of Japan' in this article are the views and opinions of the author or are the 
excerpts from the existing literatures. They shall be in no way related to the Organizers, including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 Note :  Any words or phrases appeared as 'Changbai Mountain' in the original article are altered as 'Baekdu Mountain'. 
They are the views and opinions of the author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ose of the Organiz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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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s the phrase “East of the Whale Sea (鲸海)”.４５)

As the phrase ‘Whale Sea (鲸海)’ could be used to refer to both present day East Sea of 
Korea/East Sea (东海) and the larger ocean，even though Whale Sea (鲸海) was often mentioned 
in ancient Tang and Song texts, it is often difficult to ascertain the exact meaning of the phrase. 
Examples of such texts include the poems Zengbie Beike (赠别北客) by Ma Dai of Tang, “Wild 
geese fly over the snow, mist covers the Whale Sea (鲸海),”４６) and Daojun Mansui Ziqian(到郡满

岁自遣) by Yang Yi of Song：’The ground is reaching the Whale Sea (鲸海)，the road is far from 
Fengcheng (凤城).’４７) However, there are others in which it can be reasonably deduced that the term 
is used to refer to the East Sea of Korea/East Sea (东海).

An example is “Xunmeidaozhong Qianrenrujiangnanzou Bijizhuji Shishou(循梅道中遣

人如江南走笔寄诸季十首)” by Li Gang, a minister of Northern Song , of which a line in the first 
poem goes, “The younger brother has high ambitions, the elder brother is a white haired old man. 
The geese fly North of the high mountains, and the storks returned from Liaodong. Sailing across 
the Whale Sea (鲸海) by ship, the distant mist fills the air with laughter.”４８) And in Songshi, And-
ingguozhuan(宋史•定安国传)： “The people of Dingan Kingdom(定安国) were originally from 
the Mahan region, which was attacked by the Khitan(契丹). Their leader brough the remaining 
people together to guard the west border. They established a new kingdom, changed the reign title, 
giving themselves the name Dinganguo(定安国).” Afther Wu Xuanming, the King of Dingan, sent 
an envoy to Song, Emperor Taizong of Song replied with an imperial edict on the 6th year of Taip-
ing Xingguo(太平兴国)(981), saying, ”You are the leader of people in a distant country, I bestow 
the name Mao Xu. You shall stay in the land of Mahan, between the Whale Sea (鲸海) as your 
marker.” ４９)

４５)　 Refer to Shen Yimin, “Gudai Zhongguo dui Dongbeihaijiangde Guankong(古代中国对东北海疆的管控)”, 
Zhongguo Shehuikexue Bao(中国社会科学报)，Jan 18 2016，4th Ed.

４６)　 Zhou Zhenfu ed., Tangshi Songci Yuanqu Quanji, Quantangshi (唐诗宋词元曲全集· 全唐诗), Vol. 11，
Huangshan Shushe(黄山书社)，Jan 1999，pg 4186.

４７)　 [Qing] Zhang Jingxing, Yao Peiqian, Wang Yongqi comp., Songshibiecai Ji(宋诗别裁集)，Shanghaiguji 
Chubanshe(上海古籍出版社)，Oct 1978，pg 169.

４８)　  Liangxiji(梁溪集), Juan 27，Poem 23，Daozhongzuo Sishiliushou(道中作四十六首)，Jidijiayihouzuo 
Sanshiershou(及抵家以后作三十二首)， Qingwenyuange Sikuquanshu (清文渊阁四库全书) Edition；[Song] Li 
Gang, Ligang Quanji(李纲全集), Upper Volume，Yuelushushe(岳麓书社)，May 2004，pg 356.

４９)　 Songshi(宋史), Juan 491, Zhonghuashujubiaodian (中华书局标点) edition，pg 14128.

gion, stating “North of Kaiyuanlu is submerged in the sea of Jingzhou (chuan)(鲸州（川）之海), 
it is the ancient kingdom of Sanjing(三京), and an old city of (五国), from the northern border to 
Wuguo Toucheng is its mark.’４１) However, scholars generally take Jiannei Yuan’s  view that Whale 
Stream (鲸川) is comparable to the East Sea of Korea/East Sea (东海).

However, Jing Ai also stated，”sea of Whale Stream (鲸川之海)’is only seen in the Yu-
anyi Tongzhi. It is very difficult to ascertain the specific location of the ’sea of Whale Stream’ based 
on this short record,” adding that taking “the ‘sea of Whale Stream (鲸川之海)’ to mean East Sea 
of Korea is not well justified.” He then based a theory on the kaluga (Huso daurious), believing that  
jing (鲸, whale) refers to the kaluga/sturgeon. Thus, Whale Stream (鲸川) referred to Huntong Riv-
er/Amur River, while ‘sea of Whale Stream (鲸川之海)’ referred to the Sea of Okhotsk.４２)

Tan Qixiang believed the “sea that approaches the Whale Stream (鲸川) to the North” was 
the  Strait of Tartary.４３)

Xu Zirong and Qu Shoucheng’s theory was based on Soviet academic Vladimir Klavdiyev-
ich Arsenyev’s Dersu Uzala, a follow up to the book Along the Ussury Land. Recorded in this book 
are two rivers named ‘Kalama’ in the Udege language, which means whale(鲸). Therefore, they 
posited that these two small rivers were the ‘Whale Stream (鲸川)’，and the sea that those rivers 
flow into, a body of water corresponding to the East Sea of Korea/East Sea (东海)，was the ‘sea of 
Whale Stream (鲸川之海)’.４４)

The labeling of ‘Whale Stream (鲸川)’in Honilgangli Yeokdae Gukdo Jido (混一疆理历

代国都之图, Consolidated Map of Territories and Geography and Capitals of Past Dynasties) gave 
conclusion to the above discussion, that Whale Stream (鲸川) was indeed the East Sea of Korea/
East Sea (东海).

Another name corresponding to the Whale Stream (鲸川) was the Whale Sea (鲸海)。
Daozong Renshengwen Huangdi Aice (道宗仁圣文皇帝哀册, Eulogy for Emperor Daozong) 

４１)　  Jin Yufu, Dongbei Tongshi(东北通史), Juan 6, Wushiniandai Chubanshe(五十年代出版社)，1981，413-414 pg。

４２)　 “Jingchuanzhihai Kao(鲸川之海考)”，Lishi Yanjiu(历史研究)，1979(09)，pg 92.

４３)　 “Yuandaide Shuidadalu he Kaiyuanlu(元代的水达达路和开元路)”, Lishi Dili (历史地理) 1st issue, 
Shanghairenmin Chubanshe(上海人民出版社)，1981，pg 180.

４４)　 Xu Zirong, Qu Shoucheng, ibid., pg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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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 (送通政寺丞章有常使朝鮮)’, “He received a set of beautiful clothes, and the order to Joseon 
as an envoy. Suddenly given a rank of heavy weight, bestowed a whole new set of clothes. Arriving 
at Whale Sea (鲸海) and looking for his destination, he crosses the Longjiang(龙江) by ship. The 
moon is shining and the wind is cold, he watches the dust flying from the carriage.”５２) The second 
is “Song Yicaozhushi Luboyan Shichaoxian(送仪曹主事陆伯曕使朝鲜)，which starts with the 
line, “Strong tides cover the Whale Sea (鲸海), Jilin(鸡林) lies close to where the sun rises. Re-
ceiving the Emperor’s order to be his envoy, the Emperor’s grace is great. Receiving the imperial 
gifts through the kindness of the Emperor, he hung his armor in the court. Formerly, he understood 
neighboring Japan, now his new charge is Joseon.”５３) We can be certain that the Whale Sea (鲸海) 
mentioned in these lines refers to the East Sea of Korea/East Sea (东海)。

Therefore, it is clear that in the Song, Yuan and Ming dynasties, in other words, from the 
10th century to the 14th, both of the names ‘Whale Sea (鲸海)’ and ‘Whale Stream (鲸川)’ were 
used.５４) As the Honilgangli Yeokdae Gukdo Jido of Joseon is not a Korean reproduction of the 
Daming Hunyitu (Consolidated Map of the Great Ming， 大明混一图)， it is unknown whether 
the Daming Hunyitu does use these names, and if so, how they were written in the Mongolian label 
attached during the Qing dynasty. This discussion can only continue in the future when the map has 
been published.５５)

In overall, names related to the East Sea of Korea/East Sea (东海) always used the unit of 
‘hai(海)’ and not ‘yang (洋)’. It is this author’s theory that waters named ‘yang(洋)’，had to be of-
ten sailed by Chinese sailors at the time. Therefore, it may be deduced that sailors speaking the Han 
language seldom entered the waters of this region.

５２)　�Qingchengshanrenji(青城山人集),Juan 4，”Wuyanlvshi(五言律诗)”，Qingwenyuange Sikuquanshu bupei 
Qingwenjinge Sikuquanshu(清文渊阁四库全书补配清文津阁四库全书) edition.

５３)　�Qingchengshanrenji(青城山人集), Juan 5，”Wuyanlvshi (五言律詩)”, Ibid.

５４)　�Xu Zirong and Qu Shoucheng proposed that the concept of Whale Sea is larger than that of Whale Stream 
-“Several Issues Related to Jingchuanzihai(有关“鲸川之海” 的几个问题)”，Beifang Wenwu(北方文物)，1995 (1)，
pg 61—62。

５５)　 Refer to Liu Yingsheng, “A Short Discussion of Jingchuan and Jinghai (鲸川与鲸海小考：古代东亚图籍中的日本
海——韩日有关日本海/东海名称争议的中国视角)”，Yuanshi Ji Minzubianjiang Yanjiu Jikan(元史及民族边疆
研究集刊), 32，Shanghai Guji Chubanshe(上海古籍出版社)，2017, pg 72-78.

The name ‘Whale Sea (鲸海)’ continued to be used even after the fall of the Yuan dynasty. 
The following is an excerpt from Mingshilu(明实录, Veritable Records of Ming) for the second 
month of the 15th year of Hongwu (1382)：

To the court of Renxu came Sugetiemuer(速哥帖木儿) of Jinghai(Whale Sea,鲸海) qianhu, Wanzhetiemuer(完
者帖木儿) of Mudaha(木答哈) qianhu, and Zhaohua(皂化) from Yalan(牙兰)５０) qianhu, wishing to submit to Ming 
from Jurchen. They said: ”From Liaoyang(辽阳) to Fochuhun(佛出浑) is 3,400 li, from Fochuhun to Woduoling(斡朶

怜) is 1,000 li, Woduoling to Tuowen Wanhufu(托温万户府) is 180 li, Tuowen(托温) to Fosimu(佛思木) pass is 180 li, 
Fosimu to Huligai (胡里改) is 190 li, Huligai to Lelanggu(乐浪古) pass is 170 li, Lelanggu pass to Qilieling(乞列怜) is 
190 li. All the lands from Fochuhun to Qilieling used to be governed as Bu(部)s. It there are people wishing to go there, 
we will make them submit to Ming.” The Emperor allowed this by edict, and bestowed upon them silk embroidered with 
gold characters.５１)

The Whale Sea (鲸海)is mentioned twice in poems Wang Sui of Ming wrote for friends be-
ing sent to Joseon. The first is this line from ‘Song Tongzhengsicheng Zhangyouchang ShiChaox-

５０)　  Entry for Yaluwei(牙鲁卫) in Zhongguo Lishi Ditu Ji, Dongbei Diqu Ziliao Huipian(中国历史地图集·东北地区
资料汇篇)：
Yaluwei is a region near Taukh river (named Yalan river in Qing maps) in present day Russia.
Yalu was established together with 9 other weis including Wuluhan(兀鲁罕) in the 6th year of Yongle, 3rd month.
Yalu was called “Yalan (牙兰)” in the Yuan Dynasty，and “Yalan(雅兰)” in the Qing. In Mingshilu(明实录) 
Taizhuchao(太祖朝) Juan 142，15th year of Hongwu (1382), second month, Renxu, “Sugetiemuer(速哥帖木儿) 
of Jinghai(Whale Sea,鲸海) qianhu, Wanzhetiemuer(完者帖木儿) of Mudaha(木答哈) qianhu, and Zhaohua(皂
化) from Yalan(牙兰) qianhu, came wishing to submit to Ming from Jurchen.” The full name of “JInghai(鲸海 
Whale Sea)” is “Jingzhouzhihai(鲸州之海, Sea of Whale Land)”，which is today’s East Sea of Korea, located east 
of Jurchen. “(Yalan)牙兰” is the ”Yelan耶懒” or ”Yalan押懒” in Jinshi(金史), referring to the Yalan River region 
on the Northeastern coast of Vladivostok.
It is recorded in Qingtaizu Wuhuangdi Shilu(清太祖武皇帝实录), “Tribe chief Tulang of Ruifenwei(瑞粉卫) in 
Wujibu(兀吉部), a follower of Emperor Taizu, was kidnapped by the people of Yalanwei(押揽卫).” (Gengyin 
Year, 42nd year of Wanli, 1614)，“In the 11th month, 500 men were sent to conquer the two wei(卫)s of Yalan(押
揽)、and Shilin (石临) in Donghai Wujibu(东海兀吉部)，200 households were subjugated, numbering 1,000 
people and animals.” The “Donghai Wujibu(东海兀吉部)” in this text was also called “Donghai Wojibu(东海窝
集部)”，and refers to the Waerkebu (瓦尔喀部) located in present day Razdolnaya River(Suifen River) and Ussuri 
River regions. “Yalanwei(押揽卫)” is Yaluwei, “Shilinwei(石临卫)” is Xinliehewei/Shiliwei(薛列河卫/失里卫). 
That the two weis of Yalu(牙鲁) and Xinliehe(薛列河) were established in the 6th year of Yongle, 3rd month, is no 
coincidence.
It is certain that Yalanwei(押揽卫) in early Qing records is Yalu, located at Yalan River in the Qingyutu (清舆图, 
Map of Qing Territories). Yalan River was renamed by the USSR to Taukh(塔乌河)(Жayxe).
Shengjing Tongzhi(盛京通志) and Qingzhouyuanliukao(满洲源流考) claim that Yaluwei is at Yalu River(雅鲁河), 
tributary of Tangwang River(汤旺河), but the evidence is lacking and it is not subscribed to.— Zhongguo Lishi 
Ditu Ji (中国历史地图集) Minzu University of China Editing Group,  Zhongguo Lishi Ditu Ji (中国历史地图集) 
Dongbei Diqu Ziliao Huipian(东北地区资料汇篇), Minzu University of China Editing Group, 1979, pg 272 

５１)　�Mingtaizu Shilu(明太祖实录),Juan 142, Taiwan Zhongyan Xueyuan Shiyushuo(台湾中研院史语所) printed edition，
pg 2235-2236.Zhongguo Lishi Ditu Ji Shiwen Huibian, Dongbeijuan (中国历史地图集释文汇编·东北卷), pg 
203,“Jinghaiqianhu(鲸海千户)”: “ The Whale Sea is the Sea of Whale Stream, referring to today’s East Sea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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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古代文献中的亚洲海域

刘迎胜 
南京大学历史学院 中国历史系 荣退教授 

中古时代，地处东亚大陆的中国与跨南地中海、西亚与中亚的伊斯兰世界，是当时海

洋地理最为发达地区，其领先地位直至文艺复兴以后，葡萄牙人发展的“大航海”事业

才被打破。

本文希望通过梳理鸦片战争之前中国旧籍中记录的亚洲海域名称和古代中国人对世

界海洋地理的认识。中国所在的东亚大陆并非直接面对浩瀚的太平洋，而是夹在西太平

洋岛弧与东亚大陆之间的西太平洋的几个边缘海，自北向南分别为日本海、黄海、东海

与南海。本考述内容的脉络安排，始自今之东亚海域，由北而南；续以东南亚、北印度

洋，循从东向西为序。

一. 大洋——太平洋与印度洋

在进入讨论之前，须先理清“海”与“洋”这两个概念。在现代汉语中“洋”主要指

大洋（如太平洋、印度洋），对应于英文之ocean；而“海”则主要指大洋靠近陆地的水

域，相当于英文的sea，也就是“洋”包括“海”，大于“海”。但在西洋世界地理东传

之前，“海”在汉文旧籍中中指大面积的水域；“洋”则指某个具体的海洋水域，其含

义范围要远小于“海”。

南宋时，因北方国土为女真族建立的金朝所占，传统对外交往的西域与草原道路被

阻，且因朝廷意欲借市舶之利增加财政收入，以维持庞大的开支，海洋交通与海外贸易

因而得到极大的发展，国人对海洋地理的认识也上升到新的高度，其重要标志之一，就

是对产生了“大洋海”的概念，指浩瀚无际的大海。[宋]黄震《黄氏日钞》记：“占城

隔一水为眞腊，又一水曰登楼眉，此数国之西有大海名细兰，为交趾、大理、吐蕃之西

境，南接大洋海。海口有细兰国，其西有五天竺，极南有故临国。”１)这里出现的“大

洋海”，应当是现代汉语中“大洋”一词之源，这一点极为重要，不可不知。宋人还按

“大洋”相对于中国的地理位置，合理地划分为两“大洋”，相当于今之太平洋与印度

洋。

東大洋海——太平洋

前已提及，在古代中国人语境中，比海更大的水域称为“大洋海”，而在其前置方位

形容词，则表示该大洋相对于中国所在东亚大陆的地理方位。故而对于西太平洋岛弧以

东的浩瀚大洋，古人称之为“东大洋海”，顾名思义指中国以东的浩瀚大洋。

查“东大洋海”之名，初见于宋代文献。宋人黎靖德所辑朱熹与其弟子的对话，其中

有：“譬如东大洋海。同是水，但不必以东大洋海之水方为水，只瓶中倾出来底亦便是

水。”２)南宋代周达观在其《岭外代答》中记载：“阇婆之东，东大洋海也。水势渐低，

女人国在焉。愈东则尾闾之所泄，非复人世。稍东北向，则高丽、百济耳。”３)其书中

还有“三合流”条，称：“交址洋中有三合流，波头濆涌而分流为三”，“其一东流，

入于无际，所谓东大洋海也。”“传闻东大洋海有长砂石塘数万里，尾闾所泄，沦入九

幽。昔尝有舶舟，为大西风所引，至于东大海，尾闾之声，震汹无地，俄得大东风以

１)　 卷六十七，元后至元刻本。

２)　[宋]黎靖德辑：《朱子语类》卷三三，明成化九年陈炜刻本，淸丁丙跋，南京图书馆。

３)　《岭外代答》，卷二，杨武泉校注本，页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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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亚各地，图东北角有文字说明：自此以东抵阿墨利加，泰西人称为大洋海，即中国之

东洋大海也。１１)同书同卷又有“东南洋大洋海各岛图”，分四图。在“亚细亚”图注明

“大洋海即东洋大海，又名太平洋。”１２)直至光绪六年（1880）丁韪良自日本出使美国

时，还记此年四月十五日，从横滨“易舟岀東洋大海，至五月二十九日乃抵美境，計兩

岸相距一萬四千餘里。”１３)

	 大东洋：在太平洋之外被广为使用之前，中国人习用“大东洋”指代之，清末
亦然。清末崔国因《出使美日秘国日记》中多处提到“大东洋”，如“檀香山为大东洋

之岛国，地广人稀，华人趋之者众，土人忌之。”１４)又同卷“中国赴美由大东洋指东可

到，由地中海指西亦可至也。”

但也有例外，清初陈伦炯称：“是以西洋人志四方洋名，以东南缺处之海洋为小东

洋，与戈什嗒少西之小西洋相对。以日本之洋为大东洋，与红毛大西洋相对。”１５)清

末陈忠倚在其《清经世文三编》中《战事以地利为要说》记道““江原道之东南为庆尚

道，东为日本海，南为大东洋海，即黄海。其由东折而南处，则与日本对马岛相直，而

为高丽海峡，明时平秀吉之乱，即由于此道会。”１６)

西南海/南大洋海——印度洋

1．西南海

１１)　 朱鉴秋、陈佳荣、钱江、谭广濂编著《中外交通古地图集》，第309页。

１２)　 朱鉴秋、陈佳荣、钱江、谭广濂编著《中外交通古地图集》，第312页。

１３)　 《西學考略》卷上，清光緖九年同文館本。

１４)　 清　崔国因《出使美日秘国日记》卷一，清光緖二十年本。

１５)　 [清]陈伦炯撰，李长傅校注，陈代光整理《<海国闻见录>校注》，中州古籍出版社，1985年，第66页。

１６)　 卷五十八，兵政十五（地利），兵政十六（兵制），清光緖石印本。

免。”４)故而东大洋海相当于今之太平洋。

	 按元人陈大震的记载，今吕宋一带海域被称为小东洋，加里曼丹岛以南则被称为

大东洋。５)但其后小东洋与大东洋之术语很长时间未见载于文献。至利玛窦来华向国人

介绍西洋地理后，小东洋与大东洋的概念再度被使用，分别指太平洋的东西部分。在其

《坤與万国全国》刊印之前，他于1584年在广东肇庆绘制过《大瀛全图》，今不存；其

后1595-1598年间，他在南昌期间又绘过地图，６)但有章潢的摹绘本《舆地山海全图》传

世。在此图上，今关岛以东海域标注为“小东洋”，今美洲以西海域标注大东洋，今南

美洲以西海域标注东南海，７)可见“小东洋”相当于西太平洋，“大东洋”相当于东太平

洋，而“东南海”则相当于今南太平洋。

利氏在南京绘制了《山海舆地全图》，在明人冯应京所编《月令广义》中，有摹本，

其中在日本、琉球与“小东洋”之间，刻有“大明海”。故可知此名之出现当在16世纪

末叶。“大明海”应相当于英文之China	Sea，８)也即今东海与南海之英文名East	China	

Sea与South	China	Sea的语源。９)	

	 明末入华的意大利人艾儒略所著《职方外纪》卷五中有《四海总说》一节，称：

“兹将中国列中央，则从大东洋至小东洋为东海。”１０)

	 鸦片战争之后，环球地理逐渐为中国大众接受，成为公共知识。在将中国传统地

理知识与近代传入的西洋地理新知纳入新地理体系的过程中，中国地理学家对古代中国有

关东部大洋的概念上接元明时代佛家与文学作品中的“东洋大海”与上述“大东洋”。

东洋大海：如清徐继畲所编绘的《瀛环志略》卷二有“南洋各岛图”，绘华南及东

４)　 《岭外代答》，卷一，杨武泉校注本，中华书局，1999年，页36。

５)　 详见后。

６)　 龚缨晏、梁杰龙《新发现的<坤舆万国全图>及其学术价值》，《海交史研究》，2017年第1期，见第3页。

７)　 �此图《中国古代地图（明代）》未收，见黄时鉴、龚缨晏著《利玛窦世界地图研究》，上海古籍出版社，2004年，第13页
及朱鉴秋、陈佳荣、钱江、谭广濂编著《中外交通古地图集》，中西书局，2017年，上海，第135页。

８)　 �如1868年英国海军部出版的《中国海航海指南》（China Sea Directory）。兹据赵焕庭《南海名浅考》，《热带海洋学报》，
2009年第3期，见第13页。

９)　 同上注。

１０)　 [意]艾儒略原著，谢方校释《<职方外纪>校释》，中华书局，1996年，第146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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又曰：
	 三佛齐之南，南大洋海也。海中有屿万余，人莫居之，愈南不可通矣。”“姑以交址定其方隅。

直交址之南，则占城、真腊、佛罗安也。交址之西北，则大理、黒水、吐蕃也。于是西有大海隔之。

是海也，名曰细兰。细兰海中有一大洲，名细兰国、渡之而西。复有诸国。其南为故临国，其北为大

秦国、王舍城、天竺国。又其西有海，曰东大食海，渡之而西，则大食诸国也。大食之地甚广，其国

甚多，不可悉载。２３)

	 他所记之南大洋海，即为印度洋。

利玛窦来华后，在介绍环球地理时，也使用中国传统的“西南海”的概念。如在章潢

的摹绘本《舆地山海全图》图上，今非洲至哇爪间海域被标注为西南海。２４)后为《坤舆

万国全国》所沿用。

二. 太平洋海域

日本海/东海

中国历史文献与图籍中有关日本海/东海的记载堪称丰富，初步查找可知历代中国史籍

中日本海/东海中曾分别称为小海、东海、辽海、南海、鲸海与鲸川等。

1. 小海

魏收《魏书》记百济：“其国北去高句丽千余里，处小海之南。”２５)此记载为历代中

国史籍，如《通典》、《旧唐书》、《唐会要》及《文献通考》等所沿袭。安虎森、陈

２３)　宋　周去非《岭外代答》卷二《海外诸番国》，清文渊阁四库全书本。

２４)　 �此图《中国古代地图（明代）》未收，见黄时鉴、龚缨晏著《利玛窦世界地图研究》，上海古籍出版社，2004年，第13
页及朱鉴秋、陈佳荣、钱江、谭广濂编著《中外交通古地图集》，中西书局，2017年，上海，第135页。

２５)　 卷一百，《东夷传·百济》条，中华书局标点本，第2217页。

唐末段成式《酉阳杂俎》卷四：“拨拔力国（今非洲东岸之索马里沿海地区）在西南

海中，不食五谷，食肉而已，常针牛畜脉取血和乳生食。无衣服，唯腰下用羊皮掩之。

其妇人洁白端正，国人自掠卖与外国商人，其价数倍。土地唯有象牙及阿末香。”１７)

《新唐书》卷221《西域传》说“师子”国（今之斯里兰卡）“居西南海中”。１８)	
南宋周去非也使用“西南海”的概念，他提到过“西南海上波斯国”。１９)赵汝

适在谈及“昆仑层期国”（即今东非坦桑尼亚之桑给巴尔岛）时说，此国“在西南海
上”。２０)

蒙古国时宪宗蒙哥遣使西域宗王旭烈兀，汉人刘郁在行。他曾记载到波斯的“失
罗子国”（即今之伊朗设拉子城），说“其西南海”中出珠。２１)所有这些“西南
海”均与唐时一样，指北印度洋。

元人周致中所撰《异域志》两次提到“西洋国”。其一为“西洋国”条，说此国
“在西南海中，地产珊瑚、宝石等物，所织绵布绝细，瑩洁如纸”。“西洋国”又称
“马八儿”，即明郑和时代之西洋锁里，治今印度次大陆东南海岸。

2. 南大洋海

南宋周去非在《岭外代答》中记宋境之南与西南：
占城隔一水为真腊，又一水曰登楼眉，此数国之西有大海名细兰，为交趾、大理、吐蕃之西境，

南接大洋海。海口有细兰国，其西有五天竺，极南有故临国。又西则东大食海，海西则大食国，又西

则西大食海，蕃商不通。

南大洋海中诸国以三佛齐为大，诸蕃宝货之都会。三佛齐之东则阇婆国，（梢）[稍]东北则新

罗国、高丽国，诸蕃之去中国惟占城最近，大食最远，至大食必舟行一年。凡诸国皆由蛮而递及者

也。２２)

１７)　 《酉阳杂俎》，卷4；《新唐书》卷221《西域传》说“大食西南属海，海中有拨拔力种”。

１８)　 《通典》卷193则云：“师子国……在西海之中。”

１９)　 《岭外代答》卷3；《诸蕃志》卷上录此段。

２０)　 《诸蕃志》卷上“海上杂国”。

２１)　 刘郁：《西使记》，中华书局标点本。

２２)　 宋　黄震《黄氏日钞》卷六十七，元后至元刻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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学者多以流鬼即今俄远东勘察加半岛（Камчатский	полуостров/Kamchatka	pen-

insula），其说可从。其三面所围之海为鄂霍次克海（Sea	of	Okhotsk）与北太平洋及白

令海。其南临北海相当于今日本海北部，而与之相对的是南海。《新唐书》记渤海通其

周边的五条主要交通线，其中“龙原东南濒海，日本道也。南海，新罗道也。”３０)渤海

之龙原府辖地在今珲春、朝鲜清津和俄罗斯大彼得湾以西的滨海地区,据1961年1月13日

《人民日报》报导,	“苏联科学院西伯利亚总分院,	最近在海参崴附近波谢特湾发现渤海

国海港遗址。”故而今俄罗斯境内的波谢特湾是当年渤海国的出海口无疑。南海,	指渤海

国南海府,	辖地为今朝鲜狼林山脉以东滨海地区。从此可以推断，渤海国人当时称今日本

海南部靠近朝鲜半岛的海域为南海。３１)

《明太祖实录》卷105记载：永乐十五年(	1417)	三月丁亥朔，“南海边地女直野人散成

哈等来朝，命散成哈为指挥佥事，保孛路等为千户等官，隶喜剌乌卫，赐诰命、冠带、

袭衣及钞币”。３２)这里的南海边地即今俄罗斯波谢特湾西岸，说明直至明代，人们还称

今日本海/东海的南部海域为“南海”，长期沿袭渤海时期称谓。３３)

3. 辽海与东海

辽、金、元三代，因统治民族契丹、女真与蒙古均来自亚洲北部，因而这一时代是古

代中国人对日本海/东海知识增长的时期。当时了解到，女直诸部东境之五国部濒大海，

故将渡海（即今之日本海/东海）而来的鹰鹘称为海东青。

宋人陈均在其书《皇朝编年备要》中政和四年（1114）项下	“是岁，女真䧟辽国宁江

府”句下注：
女真东北与五国为邻。五国之东接大海，出名鹰，自海东来者谓之海东青，小而俊健，能擒鹅

３０)　 《�新唐书》卷219《渤海传》，中华书局标点本，第6182页。

３１)　 上引安虎森、陈才《中国历史文献中的日本海地名溯源考》，页26。

３２)　 《�明太宗实录》卷一百八十六，永乐十五年三月条，台湾中研院史语所影印本，第1989-1990页。此史料安虎森、陈才文已
引，未注出处。

３３)　 上引安虎森、陈才《中国历史文献中的日本海地名溯源考》，页27。

才注意到《唐会要》的记载	“今黑水靺鞨界,	南与渤海国显德府,	北至小海,	东至大海,	西

接室韦。南北约二千里,	东西约一千里。”（《唐会要》卷96《靺鞨》。）２６)

《元经世大典•征讨》中辽阳嵬骨条记：
“至元十年征东招讨使塔匣剌呈前，以海势风浪难渡，征伐不到䚟因吉烈迷嵬骨等地。去年征行

至弩儿哥地，问得兀的哥人厌薛，称：‘欲征嵬骨２７)，必聚兵候冬月赛哥小海渡口结冻冰上方可前

去。”２８)

这里出现的“赛哥小海”名称中的“赛哥”，意义尚不明了，但“小海”显然可上溯

至前述《魏书》与《唐会要》所记之“小海”。可见“小海”曾魏晋至元长达约1千年

的时期内，是包括高丽人在内的今远东大陆各族人民对日本海/东海的相当稳定的普遍称

谓。

2. 北海与南海

唐人杜佑在其《通典》中记流鬼国时，言及其濒临之海，其文曰：
流鬼，在北海之北。北至夜叉国．馀三面皆抵大海，南去莫设靺羯，船行十五日。无城郭，依海

岛散居。掘地深数尺，两边斜竖木，构为屋。人皆皮服。又狗毛杂麻为布而衣之。妇人冬衣豕鹿皮，

夏衣鱼皮，制与獠同。多沮泽，有盐鱼之利。地气洹寒，早霜雪。每坚冰之后，以木广六寸，长七

尺，施系其上，以践层冰逐及奔兽。俗多狗。胜兵万馀人。无相敬之礼、官僚之法。不识四时节序。

有他盗入境，乃相呼召。弓长四尺馀。箭与中国同，以骨石为镞。乐有歌舞。死解封树，哭之三年，

无馀服制。

靺羯有乘海至其国货易，陈国家之盛业。于是其君长孟蜯遣其子可也余志，以唐贞观十四年，三

译而来朝贡。初至靺羯，不解乘马，上即颠坠。

其长老人传言，其国北一月行，有夜叉人，皆豕牙翘出，啖人。莫有涉其界，未尝通聘。２９)

２６)　 �两位作者的考订为：“这里的‘大海’即今日本海。小海’即为‘少海’，指今鄂霍茨克海。”——《中国历史文献中
的日本海地名溯源考》《东北师大学报》1996年第4期，见页26。
刘信君在其《中国历史文献中有关日本海(鲸海)名称考辨》（刊于《社会科学战线》，2010年，第6期，见页172）沿袭
此意见（未注明出处）。
对照下文，有关小海为鄂霍茨克海的意见值得再加考察。下文可证，“小海”当指今日本海/朝韩之东海与朝/朝半岛邻接
之海域。

２７)　 按，应为骨嵬之倒误。

２８)　 苏天爵《元文类》卷四十一，四部丛刊景元至正本。

２９)　 《通典》卷二百，边防十六，排印本下,岳麓书社,1995年11月,第2852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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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京故国,	五国旧城,	此北境至五国头城证也。”４１)但学界多取箭内垣将鲸川比为日本海/

东海的意见。

不过，景爱又表示，“‘鲸川之海’仅见于《元一统志》。根据这一简略记载,	很难确

定“鲸川之海”	的具体位置。”并提出把“‘鲸川之海’解释为日本海并不妥当。”他

以黑龙江流域盛产之蝗鱼（Huso	daurious	）为切入点，认为所谓鲸即蝗鱼/鲟鱼，故而

鲸川指混同江/黑龙江，而“鲸川之海”宜比定为鄂霍茨克海。４２)

谭其骧则认为“北浸鲸川之海”为“鞑靼海峡”。４３)

许子荣、曲守成根据前苏联学者弗•克•阿尔谢尼耶夫所著《在乌苏里的莽林中》下

册《德尔苏乌扎拉《1907年乌苏里地区旅行的回忆》一书中该书所记载的两条以乌德海

语“卡拉马”(鲸)命名的小河，提出，此两条小河就是“鲸川”，而其所注入之海，即日

本海/东海的相关海域，则为“鲸川之海”。４４)

《混一疆理历代国都之图》中鲸川地名的标注，使上述讨论有了一个结论，即鲸川就

是日本海/东海。

与鲸川对应的还有鲸海。《道宗仁圣文皇帝哀册》中有“鲸海之东”语。４５)

由于鲸海这个词既可专指今日本海/东海，也可用以泛指大洋，故而唐宋文献中虽然可

以找到不少提及鲸海之处，但常常颇难确定其确切含义。如[唐]马戴《赠别北客》诗：

“雁关飞霰雪，鲸海落云涛。”４６)[宋]杨亿《到郡满岁自遣》诗：“地将鲸海接，路与

凤城赊。”４７)但还是有一些可以大致确定是指日本海/东海的，如：

北宋大臣李纲《循梅道中遣人如江南走笔寄诸季十首》第一首中有句“弟有青云志，

４１)　 金毓黻：《东北通史》卷六，五十年代出版社，1981年，第413-414页。

４２)　 《鲸川之海考》，《历史研究》，1979年09期，页92以下。

４３)　 《元代的水达达路和开元路》,�《历史地理》创刊号,�上海人民出版社，1981年，第180页。

４４)　 兹据上引许子荣、曲守成文，第61页。

４５)　 见沈一民：《古代中国对东北海疆的管控》，《中国社会科学报》，2016年1月18日，第4版。

４６)　 周振甫主编：《唐诗宋词元曲全集·�全唐诗》第11册，黄山书社，1999年1月，第4186页。

４７)　 [清]张景星、姚培谦、王永祺选：《宋诗别裁集》，上海古籍出版社，1978年10月，第169页。

鹜，爪白者尤以为异，辽人酷爱之，岁岁求之女真。女真至五国战斗而后得。３４)

至于女真五国部所濒之海，宋人徐梦莘《三朝北盟会编》记女真各部,	其中“极边远而

近东海者,	则谓之东海女真。”３５)宋人路振《乘轺录》记出使辽朝闻：高丽、女真“东北

至辽海二千里,	辽海即东海”。３６)可见	在辽、金两代，东海与辽海的意义相同，均指今

日本海/东海。３７)东海之名使用了很长时间，从努尔哈赤统一东北直至清末，不少中国文

献中仍以东海称呼今日本海。３８)

不过应当指出的是，中国与朝/韩古代文献中虽然均将日本海称为东海，但与半
岛人民以半岛为中心的视角不同，古代中国文献中有关东海的称谓的地理概念原点

是远东大陆，因为此海位于远东大陆以东而称为东海。

4. 鲸川与鲸海

鲸川之名，学界很早已注意到。景爱先生曾因《元一统志》开元城“南镇长白之山

,北浸鲸川之海。”３９)中之“鲸川之海”,在《寰宇通志》与《满洲源流考》皆作“	鲸

州之海。”（《寰宇通志》卷七七,《满洲源流考》卷十三。）景爱以“川为河流,	州为

陆地,	鲸为水中动物,‘鲸川’即鲸鱼之川,	‘鲸州’殊不可解,	‘鲸州’当为‘鲸川’之

误。”４０)

	 金毓黻则认为,鲸川之海	当在五国头城一带,	称：“开元路北浸鲸州（川）之海,	

３４)　 [宋]陈均撰:《皇朝编年备要》(又称《宋九朝编年备要》)卷二八，宋绍定刻本，淸钱大昕跋，上海图书馆。

３５)　 卷3《政宣上秩三》，上海古籍出版社，1987年，第16页。

３６)　 顾宏义、李文整理标校：《宋代日记丛编》，上海书店出版社�,�2013年7月，第9页。

３７)　 张博泉�魏存成主编：《东北古代民族考古与疆域》，吉林大学出版社，1998年1月，第662页。

３８)　 上引安虎森、陈才：《中国历史文献中的日本海地名溯源考》，第27-28页。

３９)　 [元]孛兰肹等撰，赵万里校辑：《元一统志》卷2《辽阳等处行中书省》，中华书局，1966年，第219-220页。

４０)　  《鲸川之海考》，《历史研究》，1979年09期，页92。许子荣、曲守成在题为《有关“鲸川之海”�的几个问题》中有
更详尽的论证（《北方文物》，1995�年第1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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由此可以确定，宋、元、明三代，换而言之，自10世纪至14世纪，鲸海与鲸川两名并

用。５４)由于朝鲜《混一疆理历代国都之图》并非《大明混一图》的传本，故而《大明混

一图》中原本有无此名，如有，清代所贴盖的满文标签如何书写，只能有待于将来此图

公开出版之后，才有机会再作进一步讨论。５５)

综观有关日本海/东海的名称，可发现皆称XX海，从未有称“洋”者。笔者推
测，称“洋”的海域，当得之于常年行驶于此的中国舟师。由此可反证，使用汉语
的舟师在古代较少涉及这片海域。

５４)　  许子荣、曲守成提出，鲸海的概念要大于鲸川。——�《有关“鲸川之海”�的几个问题》，《北方文物》，1995�年第1
期，页61—62。

５５)　  见拙文《鲸川与鲸海小考：古代东亚图籍中的日本海——韩日有关日本海/东海名称争议的中国视角》，《元史及民族边疆
研究集刊》第32辑，上海古籍出版社，2017年，第72-78页。

兄今白发翁。断鸿飞峤北，归鹤自辽东。鲸海扁舟过，烟岚一笑空。”４８)	《宋史•定安

国传》：	“定安国本马韩之种，为契丹所攻破，其酋帅纠合余众保于西鄙，建国改元，

自称定安国。”在该国王乌玄明向宋遣使之后，宋太宗于太平兴国六年（981），诏书答

之曰：“卿远国豪帅，名王茂绪，奄有马韩之地，介于鲸海之表。”４９)

鲸海的名称元亡后仍然一直使用。《明实录》中洪武十五年（1382年）二月条下记：
壬戌朝日，故元鲸海千户速哥帖木儿、木答哈５０)千户完者帖木儿、牙兰千户皂化，自女真来归。

言：“辽阳至佛出浑之地三千四百里，自佛出浑至斡朶怜一千里，斡朶怜至托温万户府一百八十里，

托温至佛思木隘口一百八十里，佛思木至胡里改一百九十里，胡里改至乐浪古隘口一百七十里，乐浪

古隘口至乞列怜一百九十里。自佛出浑至乞列怜皆旧所部之地，愿往谕其民，使之来归。”诏许之，

赐以织金文绮。５１)

明人王璲在送友人赴朝鲜诗中两次提及鲸海，其一为《送通政寺丞章有常使朝鮮》诗

中有句：“授节褒遐服，临轩遣使臣。忽衔明命重，荣赐袭衣新。鲸海寻封域，龙江发

去津。凉风仙桂月，翘首望车尘。”５２)其二为《送仪曹主事陆伯曕使朝鲜》诗，其开

头曰：“鲸海洪涛里，鸡林旭日边。皇风涵八表，使节降中天。往赐殊恩享，来朝甲令

悬。旧知邻日本，新号复朝鲜。”	５３)其中所言之鲸海可以确定系指日本海/东海。

４８)　  《梁溪集》卷二十七，诗二十三，道中作四十六首，及抵家以后作三十二首，清文渊阁四库全书本；[宋]李纲著《李纲全
集》 （上册），岳麓书社，2004年5月，第356页。

４９)　 《宋史》卷四百九十一，中华书局标点本，第14128页。

５０)　 �《中国历史地图集·东北地区资料汇篇》牙鲁卫条：牙鲁卫，今苏联滨海边区塔乌河(清图作雅兰河)流域。
牙鲁是永乐六年三月与兀鲁罕等共九个卫同时设立的。
牙鲁元代称“牙兰”，清代称“雅兰”。《明实录》太祖朝卷142载，洪武十五年(1382年)二月壬戌，“故元鲸海千
户速哥帖木儿、木答千户完者帖木儿、牙兰千户皂化，自女真来归”。“鲸海”全称作“鲸州之海”，即今日日本
海，在女真之东。“牙兰”即《金史》中的耶懒、押懒，指海参崴东北沿海的雅兰河流域而言。
《清太祖武皇帝实录》载，“兀吉部内瑞粉卫酋长吐朗，乃夙附太祖者，被本部押揽卫人掳去”。(庚寅年，万历
四十二年，1614年)，“十一月，遣兵五百，征东海兀吉部押揽、石临二卫，收降民二百户，人畜一千而回。”所
称“东海兀吉部”又作“东海窝集部”，即今绥芬河、乌苏里江等地区的瓦尔喀部。“押揽卫”即牙鲁卫，“石临
卫”即薛列河卫(失里卫)。牙鲁、薛列河二卫皆设于永乐六年二、三月间，并非出于偶合。
见于清初史料中的押揽卫，无疑就是牙鲁，在清舆图中的雅兰河流域。雅兰河苏联改名塔乌河(Жayxe，笔者按，疑为
Тayxe之误)。
《盛京通志》、《满洲源流考》谓牙鲁卫在汤旺河支流雅鲁河。证据不足，不取——《中国历史地图集》中央民族学院
编辑组,《中国历史地图集》东北地区资料汇篇,中国历史地图集中央民族学院编辑组,1979年,第272页

５１)　  《明太祖实录》卷一四二，台湾中研院史语所影印本，第2235-2236页。《中国历史地图集释文汇编·东北卷》第203
页：“鲸海千户(�所)”�条:�“�鲸海当即鲸川之海,�指今日本海而言。”

５２)　 《青城山人集》卷四，五言律诗，清文渊阁四库全书补配清文津阁四库全书本。

５３)　 上引《青城山人集》卷五，五言律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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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반도 동해안의 다양한 전통보트 

유형과 보트 제작의 상징성

람리 줄리스칸다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 교수

초록 

말레이반도 동해안의 문화는 태고 때부터 전해 내려온 시각·공연 예술의 전통이 풍부하

다. 지리상의 거리에도 불구하고 세 나라에서 예술의 유사성이 발견된다. 이러한 유사성은 

방언, 언어, 공연, 건축, 과거 유물 등에서도 엿볼 수 있다. 말레이 공예는 반도 동해안의 말

레이 공동체가 주도해왔으며 그 영향은 예술과 패션 형태로도 드러난다. 말레이 공예의 특

성을 지닌 보트, 주택, 가구 등과 같은 구조물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눈에 띄며 매우 높은 예

술적 가치를 드러낸다. 본고는 말레이 전통보트의 다양한 유형과 배의 제작 과정에서 말레이 

공동체가 만들어낸 상징들을 보여주는 데 목표를 둔다. 현지 공예가들이 그 기능과 활용성에 

따라 제작한 보트는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예를 들어 강과 연안에서 사용되는 작은 라인 보

트(line boat), 심해 어민들이 타는 파양 보트(payang boat), 무거운 화물을 수송하는 데 

사용되는 조콩 보트(jokong boat) 등이 있다. 동해안의 전통적인 말레이 보트 제작 과정에 

수반되는 조각과 그림에서도 예술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예술적 장치는 단순히 장식이

나 심미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상징성이 깃들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식 예

술 장치를 보면 말레이 예술에서 필수적인 세 가지 주된 측면을 엿볼 수 있는데, 기능성,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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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드(Shepard)(Mubi S. 1963)에 따르면 1945년 이후부터 동해안의 어민들이 돛보다는 

엔진을 사용하는 것을 더 선호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말레이 보트 장식에도 심대한 변화를 가

져왔다고 지적한다. 

Ⅱ. 말레이 전통보트 제작술 

말레이 전통보트는 어획이나 상품 운송, 이동 수단 등의 목적으로 어민들이 자주 사용한

다. 퍼스 R(Firth R)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클란탄(Kelantan)주와 트렝카누(Tereng-

ganu)주의 연안 어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보트에는 9가지 유형이 있다고 한다. 반면 알프레

드(Alfred)(Smyth H.W 1902)는 말레이시아의 파항(Pahang)주에서 사용되는 보트의 

유형을 12가지로 정리했다. 스미스(Smyth)(Gibson Hill 1954), 깁슨 힐(Gibson-Hill)

(1954), 모흐드 유솝 압둘라(Mohd Yusof Abdullah)(Mohd Yusof 1999), 이스마일 

아마드(Ismail Ahmad) (1999)를 비롯한 다른 연구자들도 이러한 보트 유형에 대해 조사

한 바 있다. 말레이의 전통보트는 대체로 아래 사진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노와 선체 부분

인 링기, 반가우, 오콕, 케이핑, 코양, 차각과 같은 요소에 나무조각과 그림이 들어간다. 

1. 케팔라 (Kepala)  

2. 오콕(Okok) 

3. 케이핑(Caping)  

4. 반가우(Bangau)

5. 콩(Kong)

6. 파판 르페(Papan Leper)

7. 상가 텡가(Sangga Tengah)

8. 코양(Koyang)

9. 상가 크무디(Sangga Kemudi) / 차각(Cagak)

10. 에코르(Ekor)

11.  파판 에덱(Papan Edek)2. 파판 투아(Papan 

Tua) / 파판 팀발(Papan Timbal)

<사진 1> 웨스턴 보트의 장식 요소의 구조 

장식 요소는 뱃사공이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것은 선박의 선주가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장

미성, 윤리성이다. 바다에서의 안전과 해양 산물에서 얻는 소득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초자

연적 힘에 대한 믿음이 이러한 장식 예술 공예의 저변에 깔려 있다. 

키워드: 상징성, 환경, 보트, 공예

Ⅰ. 서론 

수상 운송은 말레이-폴리네시아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해양과 연관된 말

레이 공동체의 항해와 활동에 대한 지식은 오랫동안 말레이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형성돼왔

다. 닉 하산(Nik Hassan  S.N.A. R 2002)에 따르면 신석기 시대(특히 신석기 후기) 이

래로 말레이반도의 동해안 사람들은 보트 건조법을 배웠으며 보트 항해 기술을 익혀왔다. 동

해안에 형성된 말레이 문화에서 보트는 일상적인 활동에 사용된다. 따라서 이곳 주민들은 기

능과 활용도에 맞추어 다양한 유형의 보트를 제작해왔다. 예를 들어 작은 라인 보트는 강과 

연안에서 사용되며 파양 보트는 심해에서 어민들이 사용하며 조콩 보트는 무거운 화물을 운

반하는 데 사용된다.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보트를 제작할 수 있는 것은 열대 목재(tropical 

timber)를 구하기가 쉽고 지리적으로 동해안에 위치하며 남중국해에 가깝기 때문이다. 동

해안 쪽에 거주하는 어촌 마을 사람들에게 해양은 중요한 생계원이 되어주기도 한다. 단기간

에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어서 많은 동해안 거주민들이 어획 일을 하고자 한다. 

동해안에 형성된 말레이 문화의 예술과 공예는 인지도가 높으며 독특한 개성을 보인다. 이

러한 독특한 예술성은 동해안의 거주민들이 만드는 말레이 주택, 철공예품, 놋쇠 제품, 송

켓(songket)직물, 바틱(batik), 보트를 비롯해 기타 많은 공예품에서 드러난다. 특히 동

해안의 보트 제작에서 장식적인 측면은 어민들에 의해 특별히 강조된다. 말레이 공동체에서 

만든 보트는 매력적인 조각과 그림으로 장식되는 데 그 가운데는 링기(linggi: 선수와 선미

의 갑판을 둘러싸는 곡선형의 재목) 위에 새겨진 조각이나 그림, 황새, 오콕(okok), 케이핑

(caping), 상가 텡가(sangga tengah), 상가 크무디(sangga kemudi), 차각(cagak), 

코양(koyang) 등과 같은 장식 요소에 구현된 조각이나 그림이 있다. 그러나 말레이 전통보

트는 목재보트보다 관리가 더 용이한 현대적 보트의 등장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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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giunco, giunca), 베니스(zonco), 네덜란드(jonk), 독일(junke, jonke), 스

웨덴(jonk), 덴마크(jonke), 러시아(zhonka) 등이다. 배를 ‘진수하다’라는 뜻의 영어 단

어 ‘launch’도 큰 보트라는 뜻을 가진 ‘lanchara’라는 단어에서 파생했다. 해당 단어 역시 

보트를 의미하는 말레이어 ‘프라후(perahu)’에서 파생했다는 것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다

(Skeat 1882). 한편 고리 배를 뜻하는 ‘coracle’이라는 단어도 말레이어의 보트에 해당하

는 단어인 ‘코라코라(kora-kora)’에서 차용된 단어이다(Skeat 1882). 시간이 흐르면서 

말레이 보트에 다양한 용어가 붙여진 것이 명백해 보이지만 그만큼 말레이 지역에서 사용된 

보트의 유형과 형태가 다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말레이 공동체 파타니(Pattani)에서는 ‘프라후(perahu, 보트)’라는 단어를 지칭하기 위

해 ‘frahu’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발음은 여전히 ‘perahu’로 한다. 아마드 가위(Ahmad 

Ghawi) (2014)에 따르면 ‘frahu’라는 단어는 트렝가누주 방언인 두 단어 ‘pre’와 ‘ahu’가 

합쳐진 말이다. 그에 따르면 ‘pre’는 물을 뿌리는 행동을 뜻하고, ‘ahu’는 여정에 속도를 올

린다는 의미가 있다. 피솔(Pisol)(2005)에 따르면 ‘카팔(kapal)’(배)이라는 단어는 타밀어 

‘kappal’에서 유래해 후에 말레이 단어로 흡수되었다. 이 단어는 말레이시아에서 매우 흔하

게 사용되어 지금은 뼈대가 작고 갑판이 없는 수상 이송 도구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초드후

리(Chaudhuri)(1975)에 따르면 “Yuktikapataru”라는 글이 있는데 ‘지적인 작품을 위한 

꿈의 나무’라는 뜻이다. 산스크리트어로 쓰인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은 강과 바다에서 사용할 

보트를 건조할 때 사용하기에 알맞은 나무 유형을 논의하는 것으로 보트에 이름과 크기도 지

정하고 있다. 이 글에 기반해보면 ‘카팔(kapal)’이라는 단어는 산스크리트에서 파생했을 가

능성이 크다.

보트 이름을 검토해보면 말레이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이름이 301개에 이른다. 말레이 고

문서, 책, 인터넷 검색에서 찾은 기록을 토대로 찾은 이름들로 이런 조사 방법은 모두 닉 하

산 슈하이마(Nik Hassan Shuhaima)(2006)가 수행한 방법이다. 닉 하산 슈하이마는 5

개의 말레이 고문서에 쓰인 82개의 보트 이름을 정리했다. 이러한 데이터는 말레이의 보

트 제작에 대한 방대하고 상세한 지식을 보여주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돈

(Haddon) 교수 역시 당시(1902년)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방문한 누구라도 다양한 보트 유

형을 목격하는 행운을 누렸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아직 말레이 군도에 포함되어 있었

식 요소에는 각각의 기능이 있으며 신중을 기해 정성스럽게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반가우

는 돛대와 어민이 항해하고 어망을 놓기 위해 쓰는 긴 막대기 역할을 한다. 오콕 또는 아낙

(anak), 반가우는 닻줄을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보통 육지에 닿을 때 어민은 반가우와 오

콕을 제거한다. 반가우와 오콕 사이 중간 지점에 있는 케이핑은 반가우와 오콕의 지지대로 

사용된다. 바다로 나갈 때는 반가우를 케이핑 앞에 놓는다. 케이핑은 배의 용골에 영구적으

로 장착되며 파판 에덱으로 덮어둔다. 이 장식 요소는 금기와 관련된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서 깔끔하게 유지, 보존한다. 코양은 보트의 노 지지대로 사용된다. 상가 역시 

어민이 사용하는 긴 막대기를 지지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장식 요소들은 이전 세대로부터 

전수된 전통적 믿음과 밀접하게 연관된 다양한 모티브와 상징들로 조각되고 그림이 그려진

다. 

Ⅲ. 동해안의 전통보트 유형  

보트 제작은 초기 공동체가 이룬 가장 훌륭한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1세기 프톨레마이오

스가 그리스어로 쓴 『에리트라해 안내기(The Periplus of the Erythraean Sea)』에는 한 

가지 기록이 있다. 그 기록 안에는 “kolandiophonta”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콜렉(kolek)’

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콜란(Kolan)’과 ‘콜란디오(Kolandio)’라는 의미로 ‘콜렉(kolek)’

은 당시 말레이인들이 사용했던 보트를 가리키는 말이다(Shaharir 2009). 한편 맨긴

(Manguin)(1980)은 이에 대해 그리스어 발음이 잘못된 것으로 ‘콜란디오 폰타(Kolandio 

Phonta)’라는 단어를 가리키며 쿤룬(Kun-lun) 공동체 보트인 ‘쿤룬포(Kunlun-po)’를 

지칭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후거보스트(Hoogervost)(2012) 역시 중국 뱃사람들이 인도 

동쪽으로 항해할 때 말레이의 보트 ‘kuƏn-luƏn-tân’(콜론디아 Kolondia)’를 타고 항해

했다고 주장한다. 한편 고대 중국 범선을 가리키는 단어 ‘정크(junk)’는 주로 큰 규모인 말레

이 보트 ‘종(jong)’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 맨긴(1980) 역시 ‘종(jong)’이라는 단어가 11

세기 자바섬에 새겨진 명문에서 발견되었다고 언급했다. 스콧(Scott)(1987)에 따르면 ‘종

(jong)’ 혹은 ‘아종(ajong)’이라는 단어는 말레이어에서 파생됐고 이를 다른 여러 나라에서 

차용했는데 프랑스(jonque), 스페인과 포르투갈(junco), 북스페인의 카탈로니아(jo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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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다(지붕이 있을 경우). 이러한 보트는 대부분 첸갈(cengal), 칼단(kaldan), 템부수

(tembusu), 검은 메라완(merawan), 빈탕고르(bintangor), 메르파우(merpauh), 세

라야 메르바우(seraya merbau), 봉고르(bongor), 풀라이(pulai) 유형의 나무를 사용해 

만든다. 

(2) 조콩 보트 (Jokong Boat) 

<사진 3> 조콩 보트 

조콩 보트는 제작 방식 면에서는 잘루르 보트와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깎은 깊이가 잘루

르 보트보다 깊고, 큰 원통 모양의 통나무 3/4을 차지한다. 이 보트는 고기잡이에 사용되지

만 더 큰 조콩 보트는 물자를 수송하는 데 사용된다. 연안 지역과 강 하구 거주민들이 주로 

사용한다. 길이는 2.8~4.5m, 폭은 0.30~0.8m, 깊이는 1.0m 정도이다. 트렝가누 주

립 박물관(Terengganu State Museum)에 보관된 기록에 따르면 이 유형의 보트는 둔군

(Dungun) 강 인근에서 발견되었으며 길이는 4.19m, 폭은 0.87m, 깊이는 0.98m였다.  

(3) 쿨릿 카유 보트(Kulit Kayu Boat)

<사진 4> 쿨릿 카유 보트

을 당시의) 싱가포르는 다양한 보트를 보유한 곳이라고도 언급했다(Warrington-Smyth 

1902).

동해안에는 말레이 전통보트를 접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근거해 지은 여러 이름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워링턴-스미스(Warrington-Smyth)(1902)는 말레이시아 반도와 시

암만(Gulf of Siam) 사이에서 발견된 44개 유형의 보트를 제시했다. 그러나 동해안에서 

사용되는 세 가지 보트 이름만을 기록했는데 잘락(Jalak), 키치(Kichi), 펭갈라(Pengga-

lah)였다. 술라웨시(Sulawesi)섬과 말레이시아 동해안의 보트를 비교 연구한 카위라란과 

시바타(Kawilaran & Shibata)(1990)는 동해안에서 발견된 보트의 여섯 가지 이름, 세코

치(Sekoci), 세토크(Setok), 쿠엘(Kuel), 토콩(Tokong), 잘루르(Jalur)를 기록했다. 깁

슨-힐(Gibson-Hill)(1954) 역시 동해안의 어민들이 사용하는 보트의 11가지 유형을 정

리했다. 깁슨-힐은 동해안에서 발견되는 19가지 유형의 보트를 성공적으로 구별하고 물리

적 형태와 특성에 대한 묘사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1) 잘루르 보트(Jalur Boat)

<사진 2> 잘루르 보트 

잘루르 보트는 말레이 공동체가 만든 가장 초기 형태의 기본형 보트이다. 딱딱한 목재와 

점토로 만드는데 통나무를 반으로 갈라 속을 파낸 뒤 외측을 야자의 꽃받침 같은 모양으로 굳

힌다. 이 보트는 통나무의 크기에 따라 다양한 크기로 만든다. 보통 길이는 2.5~8.8m이

고 폭은 0.5~1.3m, 깊이는 0.2~0.3m이다. 노를 저어 운항하며 2~8명 정도의 승객을 

태울 수 있다. 내륙과 강 상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길쭉하

고 약간 평평한 모양 때문에 수심이 낮은 물에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 잘루르 보트는 래

딩(lading) 보트, 매트(mat) 보트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며 사고르(Sagor) 보트라고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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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벨링 보트는 하나의 목재를 반으로 자르고 장막용으로 한 개의 판재를 더해 만든다. 템

벨링 강처럼 내륙 지역에서 널리 사용된다. 승객이나 수화물 운송 수단으로 종일 운항할 때 

사용된다. 덮지붕(bumbung)이 설치돼 있고 12명의 승객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있다. 길

이는 6~8m, 폭은 0.4~0.6m, 깊이는 0.32~0.39m 정도 된다. 용골이 평평하고 선수 

쪽이 살짝 위로 솟아 있지만 선미는 빠른 유속에도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장

거리 항해에는 엔진 동력을 사용하기도 한다. 

(6) 세탁 보트(Setak Boat)

<사진 7> 세탁 보트 

세탁 보트의 선수는 오리 부리 모양으로 생겼으며 화물을 운반하거나 이동 수단으로 강에

서 자주 사용된다. 잘루르 보트와 매트 리안 보트보다 크며 한꺼번에 6~7명이 승선할 수 있

다. 길이는 9m에 이르며 폭은 1.8m, 깊이는 0.8m이다. 세탁 보트는 매트 리안 보트와 같

은 방식으로 제작되지만 3~4개의 리드 보드, 선수와 선미의 갑판을 둘러싸는 곡선형의 재목

인 링기(linggi)와 13개의 쿤(kun)이 사용된다. 화물와 상품을 상류로 운반하는 데 사용된

다. 평평한 선체는 저조일 때 이동성을 높이고 어획 활동을 용이하게 한다. 선수에 있는 황새 

장식이 특징이다. 

(7) 카장간 보트(Kajangan Boat)

<사진 8>카장간 보트 

이 보트는 메란티(meranti, 라왕) 목재로 만들며 외벽(birai)은 등나무 줄로 묶는다. 내

륙에 사는 말레이 소수민족인 오랑 아슬리(Orang Asli) 부족민들이 하루가 걸리는 이송이

나 강변에서 하는 활동을 위해 사용했으며 1~2명의 사람이 조종했다. 길이가 5.1~5.7m, 

폭이 0.83~0.9m, 깊이는 0.2m이다. 

(4) 매트 리안 보트(Mat Rian Boat)

<사진 5> 매트 리안 보트 

매트 리안 보트는 모양 면에서 잘루르 보트와 거의 유사하지만 외벽이 더 높다. 잘루르 보

트보다 커지기 쉬운데 잘루르 보트와 유사하게 건조되기는 하지만 한두 개의 리드 보드(lead 

board)를 설치하기 때문이다. 저판과 리드 보드를 쿤(kun)으로 연결한다. 길이는 5.6m, 

폭은 1.48m, 깊이는 0.66m이다. 내륙이나 강의 상류 지역에서 승객이나 바지선을 싣고 

가는 데 주로 사용된다. 한꺼번에 4~8명 정도가 승선할 수 있으며 상당히 많은 양의 화물도 

운반할 수 있다. 

(5) 템벨링 보트(Tembelling Boat) 

<사진 6> 템벨링 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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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다우드 보트(Daud Boat)

다우드 보트는 상품을 운송하는 데 자주 사용된다. 받침대와 메뚜기 머리 모양을 본뜬 링

기 형태의 장식이 달려 있다. 12~18m 길이에 폭은 2.2m이다. 12톤 정도에 이르는 쌀을 

도시 중심지에 있는 시장으로 운송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배 앞부분에서 뒷부분으로 높아

지는 모양의 받침대가 달려 있다. 4~6명이 노와 긴 장대를 조정해 운항한다. 장대는 한쪽 

끝으로 강바닥을 찔러 안정감을 주기 위함이다. 강의 유속을 이용해 운항하며 보통 클란탄

(Kelantan) 강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이전 조사자들에 의한 기록이 없어 배의 형태는 아직 

정확히 식별되지 않았다. 

(9) 도골 보트(Dogol Boat)

<사진 10> 도골 보트 

도골 보트는 클란탄주와 태국 남부 지역에서 자주 발견된다. 해양과 해안지대에서 어획하

는 데 사용된다. 소형 도골 보트는 주로 잠수부가 잠수와 물고기 떼를 포착할 목적으로 사용

한다. 어민들이 파양(Payang) 트롤망을 바다에 설치할 때는 대형 보트(파양 보트나 부아탄 

바랏[Buatan Bart] 보트 같은)가 도골 보트를 끌고 간다. 길이는 6~9m, 폭은 1~1.5m

이다. 도골 보트는 장막과 노를 사용한다. 더 큰 규모의 보트는 벽을 밝은 색깔로 칠하고 케

이핑 장식을 단다. 

(10) 콜렉 글리뱃(Kolek Gelibat) 

<사진 11> 콜렉 글리뱃

카장간 보트는 세탁 보트의 후기 버전이지만 보트의 뒷부분에 벽과 지붕을 추가했다. 니

파(nipah, 맹그로브 종려잎)로 만든 지붕은 카장간이라 불리며 열기와 비를 피하게 해준다. 

니파 지붕은 주택의 지붕을 모델로 배에도 만들어진 것이다. 지붕은 갈대로 묶어 열린 공간

을 덮도록 짠다. 그런 다음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도록 단단히 동여맨다. 

길이는 8.72m, 폭은 1.24m, 깊이는 0.44m의 규모이다. 보통은 설탕, 소금이나 생필

품 같은 물자를 내륙의 거주민들에게 팔기 위해 하류에서 싣고 가는 데 사용된다. 싣고 온 물

자를 다 팔고 난 뒤 빈 배에 내륙에서 생산된 농경작물을 강 하류의 주민들에게 팔기 위해 다

시 싣고 온다. 거래하는 지역에서 머물게 될 경우 보트를 잠을 자기 위한 임시 거처로 사용하

기도 한다. 

(8) 할루안 캣업 보트(Haluan Katup Boat) 

<사진 9> 할루안 캣업 보트 

할루안 캣업 보트는 세탁 보트와 모양은 같지만 제작 방법은 달라서 봉합시킨 목재들로 축

조되며 용골에서 연결된 작은 선수재가 있다. 선수 끝과 리드 보드의 뒷면을 묶지 않고 서로 

닫히도록 만든다. 어획, 물자 운송과 일반적인 이동수단으로 사용된다. 길이는 5.6m, 폭은 

1.48m, 깊이는 0.66m이지만 작은 보트는 2~3m 길이로 만들기도 한다. 강 제방 부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며 연안 지역 거주민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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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세코치 보트(Sekoci Boat)

<사진 13> 세코치 보트 

세코치 보트는 동해안의 말레이 공동체에서 널리 사용되는 보트이다. 어획, 저인망 어

업, 상품 운송 등의 다양한 목적에 따라 다른 크기로 제작된다. 모양이 간결하고 동종의 보

트 중 가장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트 바닥이 V자의 아래 굴곡 모양으로 생겨 파도

를 헤치고 가기에 용이하다. 저인망 어업의 용도로는 한꺼번에 3~10명의 승선이 가능하다. 

4~10m 길이에 폭은 1.2~1.5m이다. 엔진을 동력으로 사용하므로 장착할 엔진에 맞추어 

크기가 조정된다. 가장 저렴한 보트이므로 클란탄, 트렝가누, 파항주의 어민들 사이에서 인

기가 많다. 황새와 오콕 장식만 간단히 들어간다. 

(13) 베다르 보트(Bedar Boat)

<사진 14> 베다르 보트 

베다르 보트는 선수와 선미의 형태가 같지 않은 여타 보트들과 비교했을 때 모양의 차이

가 있다. 선수의 높은 부분이 길쭉하고 기다란 오리 부리처럼 생겼으며 살짝 위로 솟아 있다. 

이 부분의 길이가 선미 링기보다 두 배로 길다. 베다르 보트는 용도에 따라 다양한 크기로 만

들어진다. 작은 크기일 경우 장막 돛과 노를 사용하고 규모가 클 경우 깊이 들어가는 엔진으

로 운항한다. 길이는 8~10m에 폭은 1.5m이다. 황새와 오콕 장식을 단다. 일상용품을 운

송하는 데 널리 사용되며 해변으로 가져가기 위해 큰 배에서 부린 라텍스, 코코넛, 목재 등의 

이 보트는 높은 링기와 곡선, 뱀의 머리 같은 형상이 특징이다. 선수가 선미보다 크고 어

떤 링기는 식물 모양과 선(線)세공이 되어 있다. 세코치(Sekoci) 보트처럼 곧고 기다란 용

골이 있다. 기원에 따라 크기는 다양한데 가장 큰 크기는 4~8m 길이에 폭이 1.3~1.4m

이다. 보트는 조종장치(steering)와 장막 돛으로 조절된다. 심미적 측면에서는 보통 조호

르(Johor)주 북부, 파항(Pahang)주 브세라(Beserah) 해변, 트렝가누주 쿠알라 크마만

(Kuala Kemaman) (파항 강 주변은 제외)의 해안가 어민들의 특징인 글리뱃 황새의 이미

지가 장식된다. 좀 더 크기가 작은 것은 2~3명의 어민이 주로 사용하고, 큰 것일 경우 10명 

정도가 탈 수 있으며 해변을 따라 어획과, 작은 어망과 저인망을 운반하는 데 사용된다. 

(11) 잘로라르 보트(Jalorar Boat) 

<사진 12> 잘로라르 보트 

잘로라르 보트는 어민들 사이에서 항상 인기가 많은 보트로 특히 네나시(Nenasi)에서 쿠

안탄(Kuantan)강을 아우르는 파항 지역의 어민들에게 인기가 높다. 곧은 용골로 건조되

며 상단 부분은 오리 부리 같은 모양이지만 베다르(Bedar) 보트보다는 길이가 짧다. 보통은 

4~8m 길이에 1.2~1.5m 폭으로 만들어지며 선수와 선미의 모양이 같다. 잘로라르는 보

통 어획에 사용되며 다른 보트들에 비해 해안에서 훨씬 먼 거리까지 항해할 수 있다. 기상 조

건이 좋을 때는 쉽게 조절되며 8노트(knots)까지 항해할 수 있다. 한꺼번에 3~4명의 어민

이 승선 가능하며 25~30명 가까이 승선할 수 있도록 맞춤 제작해 경주용 보트로 사용되기

도 한다. 황새 장식이나 오콕과 코양, 장막 돛으로 장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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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콜렉 펭가이르 (Kolek Pengair)

<사진 16> 콜렉 펭가이르 

콜렉 펭가이르는 콜렉 린창과 콜렉 쿠엘과 같은 형태지만 길고 곧게 뻗은 용골 면에서 차

별된다. 콜렉 펭가이르는 콜렉 세하리 불란(Kolek Sehari Bulan)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모양이 초하루의 달 모양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선체 양 끝으로 모양이 같은 링기가 있지만 

콜렉 린창과 콜렉 쿠엘에 비해 끝부분이 더 곧게 뻗어 있다. 주로 어민이 고기잡이할 때 사용

하지만 외해에서 사용하기는 적합하지 않다. 길이는 9~10m, 폭은 1.8m이며 5~10명의 

승선이 가능하다. 파항주의 브르세라(Berserah), 트렝가누주의 쿠알라 크마만의 해안선을 

따라 널리 사용된다. 황새, 오콕, 케이핑, 상가 텡가, 코양 같은 장식이 들어간다.  

(16) 콜렉 쿠엘(Kolek Kuel)

<사진 17> 콜렉 쿠엘 

상품을 싣고 가는 데 사용된다. 또한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해안의 어민들을 위해서도 

사용되며 5~10명 정도의 승선이 가능하다. 수심이 얕은 물이나 강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

다. 일상용품과 상품을 이송하는 데 주로 사용되므로 쿠알라 트렝가누, 크마만, 둔군 등, 산

에서 가까운 지역이나 강둑 주변에서 흔히 목격된다. 클란탄과 파항에서도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14) 콜렉 린창(Kolek Lincang) 

<사진 15> 콜렉 린창 

콜렉 린창은 초승달처럼 생긴 곡선 모양의 형태 때문에 카누로 분류된다. 콜렉 쿠엘

(Kolek Kuel)과 펜가일(Pengail)과 비교할 때 큰 카누에 해당된다. 높이는 곡식 판재선에

서 쟀을 때 1.5~1.8m 정도 된다. 곡선으로 구부러진 모양은 해양의 파도보다 거센 물살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형태의 특성상 바닷물에 노출됐을 때 강한 내수성을 갖는다. 보

통 길이가 9~10m, 폭은 1.8m 정도이며 5~10명의 승선이 가능하다. 쿠알라 크마만부터 

쿠알라 트렝가누, 트렝가누의 베숫(Besut)을 아우르는 지역 어민들이 자주 사용한다. 황새, 

오콕, 케이핑, 상가 텡가, 코양 장식이 들어간다. 

2018 해양 실크로드 무형유산 국제학술대회138 139선박, 항해 그리고 사람 Session 01 사례발표 03.  말레이반도 동해안의 다양한 전통보트 유형과 보트 제작의 상징성



아 있고 뾰족한 모양, 새 머리 모양, 작은 크기의 새 머리 모양이다. 길이는 10~11m, 폭은 

1.8m이다. 심해의 고기잡이에 주로 사용되며 저인망 어획 작업을 위해 5~7명이 승선할 수 

있고, 고기잡이를 위해 3명이 추가로 더 승선할 수도 있다. 쿠알라 베숫의 해안에서 클란탄 

북부에 걸친 지역의 어민들에게 인기가 있으나 남부의 어민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사진 20> 술탄 클란탄(Sultan Kelantan)의 생일에 열린 아름다운 보트 경주 대회 (출처: 국립기록보관소) 

작은 웨스턴 메이드 보트는 사진 20에서 보는 것처럼 클란탄 술탄의 생일에 열리는 보트 

경주 대회에 주로 사용된다. 웨스턴 메이드 보트는 조각과 장식으로 꾸미는 말레이 전통보트

에 속한다. 밝은 색깔로 칠하고 새, 구름, 가죽 꼭두각시 인형 등 다양한 무늬나 문양으로 장

식하는 것들도 있다. 

(18) 파양 보트(Payang Boat) 

<사진 21> 파양 보트 

콜렉 쿠엘은 콜렉 린창과 닮았지만 크기와 높이 면에서 약간 차이가 난다. 선수와 선미의 

높이 부분이 그렇게 굴곡지지는 않았으며 글리뱃 보트처럼 아래로 기울어진 형체이다. 콜

렉 린창처럼 용골이 짧고 곡선 형태로 구부러져 있어 롬핀(Rompin), 파항, 순가이 쿠안탄

(Sungai Kuantan) 트렝가누주 북부, 클란탄강 등지의 어민들에게 인기가 많다. 콜렉 쿠

엘은 8~8.5m의 길이로 큰 규모로 건조되며 폭은 1.5m이다. 좀 더 작은 형태는 길이가 

5~8.5m 폭이 1.5m이다. 보통 대형 화물이나 5~8명의 승객을 운송하는 데 사용할 수 있

다. 주로 고기잡이용으로 사용되며 황새, 케이핑, 상가, 코양 장식이 들어간다.

(17) 웨스턴 메이드 보트(Western Made Boat) 

<사진 18>  웨스트 메이드 보트 (West Made Boat)

<사진 19> 웨스턴 메이드 보트(Western Made Boat) 

웨스턴 메이드 보트의 형태는 태국 남부의 빠따니(Patani) 지역에서 유래했다. 웨스턴 

메이드 보트라는 이름도 클란탄의 서쪽에 있는 빠따니의 지리학적 위치를 가리켜 지어진 것

이다. 태국 남부의 말레이 공동체에서는 이 보트를 콜렉 혹은 콜레아(Kolea)라고 부른다. 

파양 보트와 형태는 같지만 디자인 면에서 차이가 나며 파양 보트보다 가볍기도 하다. 웨스

턴 메이드 보트는 선수와 선미의 높이가 같으며 세 가지 유형의 링기가 사용된다. 위로 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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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이미지 역시 동해안의 보트 장식 중 뚜렷하게 많이 등장하는 요소이다. 용 이미지는 주

로 반가우 모양으로 (이미지가 새겨진 반가우, 오콕, 선체의 그림과 함께) 링기 부분에서 자

주 발견되다. 용은 물에 사는 존재로 말레이 공동체에서는 세상의 구원자, 수호자의 상징으

로 여겨진다. 또한 물의 균형을 유지하고 그곳에서 번성하므로 풍요도 상징한다. 어민들이 

해상에 있을 때는 그들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수호자로도 여겨진다. 이러한 용 이미지는 식물 

이미지와 함께 반가우 조각에 자주 사용된다. 

                       

 <사진 25> 용 1 <사진 26> 용 2 <사진 27> 용 3 <사진 28> 용 4 

케이핑은 타원형의 덩굴식물 비틀(betel) 잎처럼 생긴 나무 조각으로 그 위에 덩굴식물 이

미지가 가득 새겨진다. 또한 말레이 공동체에서 신성한 힘이 있다고 여겨지는 벤자민고무나

무(pohon beringin)나 보리수나무로 묘사되기도 한다. 케이핑은 옮길 수 없도록 보트에 

영구적으로 부착된다. 벤자민고무나무처럼 굳건하고 강하게 우뚝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잎이 무성하고 키가 큰 벤자민고무나무는 여러 새와 동물의 피난처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고대 말레이 신앙에서는 벤자민고무나무가 수호신과 초자연적 존재들의 안식

처라고 믿었다. 전해 내려오는 풍습에 따라 샤먼이 배의 신을 받드는 의식을 행하는데 이때 

케이핑 위에 빈랑자(areca nut), 코코넛꽃, 빤(paan)을 놓는다(Mohamad N.M 1989). 

어민 공동체 내에서는 보트 중 이 케이핑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어민의 안전을 보

호하는 수호자 역할을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파양 보트는 동해안의 말레이 어민들이 사용하는 고기잡이 보트 중 길이가 가장 길다. 심

해에서 자주 사용되고 트렝가누의 쿠알라, 쿠알라 크마만, 캄풍 탄중 룸푸르(Kampung 

Tanjung Lumpur), 브세라, 쿠알라 세딜리(Kuala Sedili)를 비롯해 파항주 남부와 조

호르주의 판타이 메르싱의 여러 해안 지역 어민들이 주로 사용한다. 크기에 따라 한꺼번에 

15~20명의 승선이 가능하다. 주로 10~15m 길이에 1.8~2.4m 폭, 1.8m의 깊이로 만

든다. 일직선에 살짝 굴곡이 들어간 형태의 용골이 선수, 선미 양쪽에 장착된다. 큰 규모와 

육중한 무게 때문에 중간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정해진 양만큼의 화물을 실을 수 있다. 

적재량을 초과할 경우 가라앉기도 쉽다. 파양 보트에서 사용되는 어로 장비 가운데는 보트의 

선수와 선미에서 끄는 20㎡의 파양 저인망 어선이 있다. 그러나 운송용 엔진이 장착될 경우

에는 엔진 소음이 어류 떼를 쫓아내므로 저인망 어선을 사용하지 않는다. 어민은 작은 보트(

주로 도골 보트)를 파양 보트에 끌고 오기도 한다. 파양 보트에 사용되는 장식은 황새, 코양, 

상가이다. 보통 우기에는 어민들이 다른 일을 찾아 싱가포르나 페라크(Perak)주로 항해하

기도 한다. 

Ⅳ. 보트 장식에 사용되는 모티브 

본 연구에서 이슬람교의 영향을 받기 이전 시대의 이미지를 닮은 몇몇 형태들이 보트 장식 

요소로 쓰인 것이 발견되었다. 마카라(Makara: 고대인도 신화에 나오는 바다괴물) 같은 이

미지가 보트의 선수와 선미에 장식되었는가 하면 반가우 양 끝에도 새겨진 것이 보였다. 마

카라는 사원 입구에서 볼 수 있는 조각상인데 악귀로부터 어민들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담긴

다. 힌두교 신화와 믿음에 따르면 마카라는 비슈누(Vishnu)신이 바다를 여행할 때 타고 다

니는 일종의 바다괴물이다.

                        

 <사진 22> 케팔라 프라우(Kepala Perahu) <사진 23> 반가우(Bangau) <사진 24> 마카라(Mak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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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장식 요소들에 사용되는 모티브의 유형 

장식 요소 사용되는 형태와 모티브 

링기 마카라, 용, 새, 기하학적 문양과 식물, 주제가 있는 장면 

반가우 새, 꽃, 식물, 그림자 인형, 용과 마카라

오콕 꽃, 새, 식물, 그림자 인형과 용

케이핑 꽃, 새, 식물, 그림자 인형과 벤자민고무나무 

코양 새, 용과 그림자 인형 캐릭터

상가 새, 용과 식물 

딘딩 프라후(Dinding Perahu) 기하학적 문양, 용, 새, 꽃, 식물, 물고기와 풍경 

Ⅴ. 결론 

말레이 전통 목공 예술은 기능, 심미성, 윤리성이라는 세 가지 주된 영역을 근거로 제작된

다. 보트 장식의 제작과 사용은 동해안의 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이다. 어

민 공동체는 해양을, 다른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마땅히 존중해야 할 또 다른 존재라 믿는다. 

보트 장식에 쓰인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살펴보면 애니미즘 모티브와 이슬람교 이전의 믿음들

이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민들에게 안전과 행운을 가져다주는 초월적인 힘에 

대한 믿음도 섞여 있다. 이처럼 상징주의와 상징적 측면은 어촌 공동체의 조화로운 작업 환

경을 형성해주지만 이슬람 교리에 충실하지는 않다. 이슬람교가 동해안의 해안 공동체에 들

어왔을 때 이슬람 예술 사회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요구되었다. 알라신에 대한 경외를 제외

한 다른 외계의 힘에 대한 믿음과 신념은 그 이후로 폐기됐다. 이러한 종교의식의 변화로 뱃

사공과 조선공들의 전통적인 보트 장식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이슬람 가치와 배치되지 

않는 식물, 이슬람 캘리그라프, 기하학적 문양과 추상적 무늬가 전통보트 제작술에 사용되고 

있다. 비(非)이슬람 이미지들에 대한 조명은 말레이 공동체가 과거의 풍습과 믿음에 얽매여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말레이 공동체 예술의 현황에 대한 인식과 예시를 제시하는 역

할을 할 수 있다. 

                                           

      <사진 29> 케이핑 1 <사진 30> 케이핑 2 <사진 31> 케이핑 3 

말레이 예술에서 새 이미지도 자주 활용되는데 특히 케리스(Keris, 단검)의 상단부에서 

자주 볼 수 있다. 힌두 신화에서 새는 비슈누 신이 하늘로 이동할 때 타고 다니는 것으로 나

온다. 인도 신화(Hikayat Ramayana)에 나오는 페탈라와티(Petalawati) 새처럼 새는 

충성스럽고 강직한 동물과 연관된다. 시티 자이논(Siti Zainon 1985)에 따르면 말레이 공

동체에서 새는 정신, 힘, 자부심을 상징한다. 또한 새는 이동 수단이기도 해서 생명 활동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반가우에 새겨지는 이미지도 물고기를 찾고 사냥하는 능력을 지닌 황새

의 속성과 연관된다. 새 모티브는 링기, 반가우, 오콕, 코양, 상가와 선체에서 널리 볼 수 있

는 이미지이다. 

<사진 32> 보트 장식에 쓰이는 새 이미지들 

전통적인 말레이 공예 예술에서 볼 수 있는 형태와 모티브를 아래 <표 1>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와 모티브의 제작은 과거 세대로부터 전수되어온 예술의 지속성을 증명

한다. 기하학, 우주, 동식물을 바탕으로 한 모티브는 동해안의 예술적 특징이다. 어떤 모티

브를 선택하느냐는 어민의 문화에 오랫동안 지속하여 온 윤리 의식에도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어민들이 조업 시작 전과 조업 중에 지켜야 할 금기와 의식과도 연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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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ulture in the East Coast of Malay Peninsula are rich in visual and performing arts in-
herited over time immemorial. The art is also found to have similarities in three different states, de-
spite their geographical gap. The similarities are shared in dialects, languages, presentations, builds, 
and past legacy artifacts. The Malay craftsmanship is also dominated by the Malay community in 
the East Coast and it is also produced in the form of art and fashion. Artifacts such as boats, houses, 
and furniture are still visible until now and they have high artistic value. This paper is aimed at dis-
playing the various type of Malay traditional boats and symbols produced by the Malay community 
on the craft of the boat. There are several name of the boats produced by local craftsmen based on 
their function and usability. For example, a small line boat is used in river and coastal areas, the 
payang boat used by deep-sea fishermen, and the jokong boat is used to transport heavy goods. The 
art can be seen in the carvings and paintings produced on traditional Malay boats craftsmen in the 
East Coast. This art does not only serve as an ornament and for its aesthetics, but also has its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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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ts are in danger of extinction due to the presence of the modern boat, which is easier to maintain 
rather than wooden boats. According to Shepard (Mubin S. 1963), since 1945, fishermen in the East 
Coast have preferred to use engine in place of sail, which also resultd in a major change to the tradi-
tional Malay boat decoration.

Malay Traditional Boat Crafting

This Malay traditional boat is often used by fishermen to catch fish, carry merchandise, 
and as a means of transportation. According to Firth5 there are 9 types of boats used by the coastal 
fishermen in Kelantan and Terengganu. Whereas, Alfred (smyth H.W 1902)  lists 12 types of boats 
used by the coastal fishermen in Pahang. Studies on this type of boat were also carried out by other 
researchers, such as Smyth (Gibson Hill 1954), Gibson-Hill (1954), Mohd Yusof Abdullah (Mohd 
Yusof 1999), and Ismail Ahmad (1999). These traditional Malay boats mostly have wood carvings 
and paintings modelled on linggi, bangau, okok, caping, koyang, cagak, which are displayed on the 
paddles and the boat body as in Figure 1 below. 

1. Kepala 7. Sangga Tengah
2. Okok 8. Koyang
3. Caping 9. Sangga Kemudi / Cagak
4. Bangau 10. Ekor
5. Kong 11. Papan Edek
6. Papan Leper 
12. Papan Tua / Papan Timbal

Figure 1. The structure of the decoration components on Western Boat

The decoration component is produced by boatman and some of them are made by the 
owner of the boat. This component has its own function and is crafted carefully and artfully. For 
example, the bangau serves as a mast and a long pole that are used by fishermen to sail and set the 
nets. Okok or anak bangau are used as an instrument for the anchor rope. Usually, the fishermen 

symbolism. The decorative art produced shows that the three main aspects necessary in Malay art 
are function, aesthetics, and ethics. The belief in the existence of supernatural powers – which pre-
serve and safeguard their safety at sea and their ability to get income from marine products –  un-
derpins the craft of this decoration art.

Keywords: Symbolism, environment, boat, crafting.

Introduction

Water transpor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eatures in Malay-Polynesian culture. The 
Malay community’s knowledge in sailing and activities related to the ocean has long been domi-
nated by the Malay community. According to Nik Hassan (Nik Hassan  S.N.A. R 2002), since the 
Neolithic period (especially in the late Neolithic) people in the East Coast have learned to build 
boats and are skilled in using them. In the Malay culture in the East Coast, boats are used in daily 
activities; hence, their communities have produced various types of boats that can be customized 
to their function and usability. For example, a small line boat is used in river and coastal areas, the 
payang boat used by deep-sea fishermen, and the jokong boat is used to transport heavy goods. The 
various production of these types of boats is also owed to the easy access to tropical timber resourc-
es and their geographical location, which is in the East Coast and is close to the South China Sea. 
The ocean has also provided a great source of livelihood to the fishermen community in the East 
Coast. The rapid and lucrative income has attracted the attention of many East Coast residents to get 
involved in fishing.

Arts and craft in the Malay culture in the East Coast are well-known and unique. This art 
can be seen in the construction of Malay houses, ironwork, brass, songket weaving, batik making, 
boat crafting, and many other arts produced by communities in the East Coast. In the production of 
boats in the East Coast, the decoration aspect is strongly emphasized by the fishermen. The boats 
produced by the Malay community are decorated with attractive engravings and paintings. Among 
the ornaments embodied in the boat are carvings and paintings on linggi, bangau (stork), okok, 
caping, sangga tengah, sangga kemudi, cagak, and koyang. However, most of the traditional Ma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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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Malay community in Pattani, they use the term frahu to refer to perahu (boat), but 
still retain the pronunciation as perahu. According to Ahmad Ghawi (2014), the word frahu is a 
combination of two words in the Terengganu dialect, namely 'pre' and 'ahu'. He stated that 'pre' re-
fers to the action of sprinkling water, while the term 'he' refers to the speed on the journey. Accord-
ing to Pisol (2005), the term ‘kapal’ (ship) is derived from the Tamil word, namely kappal, which 
was later was assimilated into the Malay vocabulary. However, the word had been used thoroughly 
in Malaysia and it is now understood as a type of water transportation device with a small frame 
and no deck. According to Chaudhuri (1975), there is a manuscript entitled ‘Yuktikapataru’, which 
means ‘the dream tree for intelligent works’. The work was written in Sanskrit and it essentially 
discusses the suitable types of wood used for the construction of boats used in rivers and seas, si-
multaneously giving names and sizes to the boats. Most likely, the word ‘kapal’ was derived from 
Sanskrit based on the writing in the manuscript.

Based on the reviews of the names of boats, there are 301 boat names used by the Malay 
community. The finding of these names is based on notes taken on old Malay texts, books, and 
Internet sources – all of which were employed in a study carried out by Nik Hassan Shuhaimi 
(2006). In the research, he listed 82 boat names that were written in 5 classical Malay literary texts. 
This data source is deemed important as a means to showcase the vast and detailed knowledge in 
boat-making of the Malay. Professor Haddon has also stated that anyone who visited Hong Kong 
or Singapore at the time (in 1902) would be fortunate to witness the various types of boats there. He 
also mentioned that Singapore (at the time when it was still part of the Malay Archipelago) was a 
location that hosted various types boat (Warrington-Smyth 1902).

In the East Coast, there are several records of names that were created based on different 
encounters with the traditional Malay boats. Warrington-Smyth (1902) presented 44 types of boats 
found within the stretch between Peninsula Malaysia and the Gulf of Siam. However, he only re-
corded 3 names of the boats used in the East Coast, namely Jalak, Kichi and Penggalah. Kawilaran 
& Shibata (1990), who made comparative studies between boats in Sulawesi and the Malaysian 
East Coast recorded only 6 types of boats found in the latter location, namely Sekoci, Setok, Kuel, 
Tokong, Dogol, and Jalur. Gibson-Hill (1954) also listed 11 types of boats used by fishermen at the 
East Coast. The reviewer succeeded in identifying 19 types of boats found in the East Coast and re-
corded the description of their physical form and characteristics of the boat, which are as follows:

will remove the bangau and okok when the boat is landed. The Caping, which is located at the mid-
dle between the bangau and okok, serves as a bangau-okok holder. Fishermen will put the bangau in 
front of the caping when they descend to the sea. The caping is permanently installed with boat keel 
and covered with Papan Edek. The decoration component is well maintained and preserved neatly 
and with great care as not to cross any taboo-related boundaries. The koyang is used to support 
the boat rowing paddle. The sangga is also used to support the long pole used by fishermen. These 
components are carved and painted with a variety of motifs and symbol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the old traditional beliefs from previous generations.

Types of Traditional Boats in the East Coast

The creation of a boat is one of the skill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highest achievements 
of the earliest community. Since the first century, there was a note in the book ‘The Peripulus of 
the Eryraean Sea’ written by Ptolemy in Greek. In the note, there were words “aa”, Kolan and Ko-
landio that are taken from the words kolek, which refers to the boat that was used by the Malays 
at the time (Shaharir 2009). Meanwhile, Manguin (1980) stating that with the faulty pronunciation 
of Greek, the words of Kolandio Phonta were referring to Kunlun-po, which meant the Kun-lun 
community boat. Hoogervorst (2012) also argued that when sailors from China sailed to the east of 
India, they sailed boats from the Malay world as kuƏn-luƏn-tân (Kolondia). Meanwhile, the junk 
word is from jong words that refer to the Malay boat that was often larger in size. This opinion was 
also voiced by Manguin (1980) stating that the word jong were found in Javanese inscriptions in the 
11th century. According to Scott (1897), the words jong or ajong were derived from Malay words 
and borrowed by various nations, such as France (jonque), Spanish and Portuguese (junco), Catalan 
in Northern Spain (jonch), Italian (giunco   and giunca), Venetian (zonco), Holland (jonk), Germa-
ny (junke and jonke), Sweden (jonk), Denmark (jonke), and Russia (zhonka). The word launch 
was taken from the word lanchara, which carries the meaning of a big boat.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the word was also taken from its Malay counterpart, perahu (Skeat 1882). Whereas, the 
word coracle was borrowed from its Malay equivalent of the word ‘boat’, namely kora-kora (Skeat 
1882). Over time, it is evident that there had been many terms given to the Malay boats. However, 
this term shows that there are various types and forms of boats used in the Malay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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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Jalur Boat

Figure 2. Jalur Boat

The Jalur boat is a basic boat and believed to be the earliest boat created by the Malay com-
munity. It was made of hard wood and clay, whereby a piece of wood would be halved and dredged 
to remove the wooden belly, then packed in its outer shape like a seludang or nyulung. The boat is 
built in various sizes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logs used. It would usually measure at 2.5 to 8.8 
meters long, 0.5 to 1.3 meters wide, and 0.2 to 0.3 meters depth. It could carry 2 to 8 passengers 
and powered by paddles. This type of boat is still used by people in the interior and upper river. The 
shape is elongated and slightly flat, making this boat move seamlessly in low waters. The Jalur boat 
is also identified by other names, such as the lading boat, mat boat and the Sagor boat (if it sports a 
roof). Most of these boats are made of woods of the cengal, keladan, tembusu, black merawan, bin-
tagor, merpauh, seraya merbau, bongor, and pulai types.

b. Jokong Boat

Figure 3. Jokong Boat

The Jokong boat is a boat that almost matches the Jalur boat by way of its crafting technique. 
However, the depth of the cut exceeds the Jalur boat and uses almost ¾ of a piece of wood with a 
large coil measurement. This boat is used to catch fish, while its larger counterpart would be used 
for transporting goods. It was used by people who live in coastal areas and river estuaries. This boat 
is measured at 2.8 to 4.5 meters long, 0.30 to 0.8 meters wide, and 1.0 m depth. Based on records 
archived at the Terengganu State Museum, this type of boat was found in the neighborhood of the 
Dungun River, with a measurement of 4.19 meters long, 0.87 meters wide, and 0.98 meters depth.

c. Kulit Kayu Boat

Figure 4. Kulit Kayu Boat

This boat was made of the meranti wood and the screen (birai) was tied together with rattan 
ropes. This boat was used by the Orang Asli people in the interior for day-long transportation and 
for activities along the river, as well as maneuvering crossing by 1 to 2 people. The boat's size is 5.1 
to 5.7 meters long, 0.83 to 0.9 meters wide, and 0.2 meters depth.

d. Mat Rian Boat

Figure 5. Mat Rian B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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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t Rian boat is a boat that has an almost similar shape to the Jalur Boat, but has high-
er walls. The habit of the Mat Rian boat is larger than that of the Jalur Boat, as the former is built 
similarly to the latter, except for the additional one or two pieces of lead boards installed in the Mat 
Rian boat. This boat will also be installed by a kun to connect between the base and the lead board. 
The size of this boat is 5.6 m long, 1.48 m wide, and 0.66 m depth. It is often used to carry passen-
gers and barges in the interior and upper areas of the river. This boat could carry 4 to 8 passengers at 
a time, as well as a hefty amount of cargo.

e. Tembeling Boat

Figure 6. Tembeling Boat

The Tembeling boat is made from a piece of wood that is cut in half with an additional 
board as part of the screen. This type of boat is widely used in inland areas, such as the Tembeling 
River. It is used to transport passengers and luggage for an all-day transportation means. This boat is 
equipped with a canopy (bumbung) and seats that could seat as many as 12 people. The size of the 
boat is between 6 and 18 meters long, 0.4 to 0.6 meters wide, and 0.32 to 0.39 meters depth. It has 
a flat keel and slightly rises in the bow, while the stern allows great mobility for the boat to move in 
rapid streams. This boat also employs engine power for longer trips.

f. Setak Boat

Figure 7. Setak Boat

The bow of the Setak boat is shaped like a duck's beak and is often used in rivers to carry 
goods and a means of transportation. This boat is bigger in size than the Jalur and Mat Rian boats, 
and is built to carry 6 to 7 passengers at a time. The size of this boat can reach 9 meters long, 1.8 
meters wide, and 0.8 meters depth. The Setak boat is also built with the same craftsmanship as the 
Mat Rian boat, but uses three to four lead boards, linggi and 13 kun pieces. The boat is used to carry 
goods and merchandise upstream. Its flat belly renders easier mobility in low tide waters, as well as 
for fishing activities. It is also identifiable with stork decorations borne in its bow.

g. Kajangan Boat

Figure 8. Kajangan Boat

The Kajangan boat is a later version of the Setak boat, but with an additional wall and roof 
to the back of the boat. The roof is called as a kajangan that is made of nipah roof to function as a 
shelter from heat and rain. The nipah roof used on the boat is modelled on the one used on house 
roofs. It would be tied with a box on the hem of the reed and plaited to cover open spaces. The roof 
then would be installed in a neat and strong bind to withstand strong winds.

This boat measures at 8.72 meters long, 1.24 meters wide, and 0.44 meters depth. It is 
normally used to carry goods, such as sugar, salt, and daily necessities from downstream to be sold 
to inland residents. Upon emptying the boat of sold goods, it would then be filled with agricultural 
produce from the inland to be sold to downstream residents. Traders would also use the boat as a 
makeshift shelter to sleep in while they stayed in the tradi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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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Haluan Katup Boat

Figure 9. Haluan Katup Boat

The Haluan Katup boat has the same shape as the Setak boat, save for its crafting tech-
nique. The Haluan Katup boat is constructed from wood that has been sawn and has a small keel 
stem. This boat has a bow end and the back of the leaded wall board that closes between each other 
without being tied to the boat's height. This boat is used to catch fish, transport goods, and as a gen-
eral means of transportation. The size of this boat is 5.6 meters long, 1.48 meters wide, and 0.66 
meters in depth. However, smaller boats are built with the size of 2 to 3 meters. The boat is widely 
used by people who reside on the banks of rivers and is rarely used by those at the coastal areas.

i. Daud Boat

The Daud boat is often utilized to carry merchandise. It has a stand and an ornament in the 
form of a linggi, which is modelled on a grasshopper's head. The size of this boat is measured at 12 
to 18 meters long and 2.2 meters wide. The boat is used to mobilize paddy weighing12 tons to mar-
kets in city centers. The Daud boat also features a stand that is mounted from the front to the back of 
the boat. It would be maneuvered with paddles and a long pole manned by 4 to 6 people. The long 
pole provides stability by stabbing it to the bottom of the river. The boat is used in river flow and is 
generally found in the Kelantan River. However, the form of the boat is still yet to be discerned as 
there is no record made by previous reviewers.

j. Dogol Boat

Figure 10. Dogol Boat

This Dogol boat is often found in Kelantan and the South Thailand region. It is used to 
catch ocean and coastline fish. The small Dogol boat is usually employed by divers for diving pur-
poses and detecting schools of fish. This boat would be pulled by a large boat (like the Payang boat 
and the Buatan Barat boat) when the fishermen go out to sea to install the Payang trawl. This boat 
has a size of 6 to 9 meters long, and 1 to 1.5 meters wide. This boat uses a screen and paddle. For 
larger boats, the boat wall will be painted in bright colors and decorated with caping.

k. Kolek Gelibat

Figure 11. Kolek Gelibat

This boat is characteristic of its high linggi and curves, and is shaped like a snake's head. 
The bow is larger than the size of the stern, whereas some of linggi are carved with images of flora 
and filigree. This boat has a straight and long keel like that of the Sekoci boat. The size of this boat 
varies according to its origin, and the largest size is recorded to be at 4 to 8 meters long, and 1.3 to 
1.4 meters wide. This boat is controlled by steering and screen. Aesthetic-wise, it is usually deco-
rated with the image of the Gelibat stork that is signature of coastal fishermen from northern Johor, 
Beserah in Pahang, and Kuala Kemaman in Terengganu (except around the Pahang Riv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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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er boats are often used by a group of 2 to 3 fishermen, while the larger ones can carry as many 
as 10 fishermen, and are used for fishing and moving small nets and trawls along the beach.

l. Jalorar Boat

Figure 12. Jalorar Boat

The Jalorar boat is a boatthat had always been popular among fishermen, especially those in 
Pahang, ranging from Nenasi to the Kuantan River. It is also often found on the Pahang River. The 
Jalorar is also used by fishermen in Kuala Kemaman and Pulau Tioman. It is built with a straight 
keel and has a height shaped like a duck's beak, but is shorter than the Bedar boat. The boat's cus-
tom is sized at 4 to 8 meters long and 1.2 to 1.5 meters wide; while the bow and stern shapes are the 
same. The Jalorar is normally used for fishing and can sail much farther from the coast compared 
to most of other boats. It is also easily controlled in good weather conditions and can sail at 8 knots. 
Its size could carry 3 to 4 fishermen at a time, and has also been used as race boats when they are 
customized to fit 25 to 30 people. This boat would be equipped with stork decoration, okok and 
koyang, as well as screen sails.

m. Sekoci Boat

Figure 13. Sekoci Boat

The Sekoci boat is a boat that is widely used by the Malay community on the East Coast. 
This boat has various sizes to serve different purposes, such as fishing, trawling, and carrying mer-
chandise. This boat is also known to be shaped concisely and is the most affordable of its kind. The 
boat's bottom is in the lower part of the "V" curve where it enables the boat to wade through waves. 
For the purpose of trawling, this boat may carry 3 to 10 people at a time. The boat is measured at 
4 to 10 meters long, and 1.2 to 1.5 meters wide. As it is powered by engine, its size has also been 
adjusted to accommodate an engine to be installed. Since it is one of the cheapest types of boats, it 
has gained popularity among fishermen in Kelantan, Terengganu, and Pahang. It also bears simple 
decoration, in which only stork and okok decorative components are employed.

n. Bedar Boat

Figure 14. Bedar Boat

The Bedar boat has a different shape from most of its counterparts, where the bow and stern 
forms are not the same. The height of the bow appears long and slightly rises out like a long duck's 
beak. The length of the bow’s height is twice as long as the stern linggi. The Bedar boat is built in 
various sizes based on its use. For smaller boats, it uses screens and paddles, while the larger ones 
are powered by deep engines. The Bedar boat is measured at 8 to 10 meters long and 1.5 meters 
wide. It is also decorated with images of storks and okok. The Bedar is widely used for transporting 
daily goods and uploading commodities, such as latex, coconut, and wood that are unloaded from 
larger boats to be brought ashore. The Bedar is also used by coastal fishermen to fish at sea, which 
accommodates between 5 and 10 boat passengers. The boat is deemed suitable for use in low wa-
ters and in the river. It also functions to transport daily goods and commodities; hence, it is often 
found in areas close to the mountains and along riverbanks, such as the ones in Kuala Terengganu, 
Kemaman, and Dungun. The Bedar is also found to be used in Kelantan and Pa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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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Kolek Lincang

Figure 15. Kolek Lincang

This boat falls under the canoe category due to its curved shape that bears the crescent 
moon. The Kolek Lincang is a larger canoe compared to the Kolek Kuel and Pengail. Its height is 
measured at 1.5 to 1.8 meters from the level of the grain board. The curved shape is able to with-
stand currents that are stronger than ocean waves. As it is designed as such, it also has a heightened 
waterproof strength when it is exposed to sea water. The Lincang Kolek usually measures 9 to 10 
meters long and 1.8 meters wide, which can accommodate 5 to 10 people. This boat is also a choice 
among fishermen from Kuala Kemaman to the north of Kuala Terengganu, as well as in Besut, 
Terengganu. It often bears an ornament that is modelled on the stork, okok, caping, sangga tengah, 
and koyang.

p. Kolek Pengair

Figure 16. Kolek Pengair

The shape of the Kolek Pengair is the same as Kolek Lincang and Kolek Kuel, but differs 
in its long straight keel. This boat is also called Kolek Sehari Bulan as its shape matches the shape 
on the first day of the moon. This boat also has the same linggi shape borne on both sides of its 

body, but has a straighter height than the Kolek Licang and Kuel. This boat is generally used by 
fishermen to fish at, although unsuitable for use at open beaches. This boat measures at 9.0 to 10.0 
meters long and 1.8 meters wide, which enables it to carry 5 to 10 passengers. This boat is widely 
used in coastlines along Berserah, Pahang to Kuala Kemaman, Terengganu. It is also equipped with 
storks, okok, caping, sangga tengah, and koyang.

q. Kolek Kuel

Figure 17. Kolek Kuel

The Kolek Kuel is a boat that resembles the Kolek Lichang, but they differ slightly in size 
and height. The Kolek Kuel has a height that is not too curved in the bow and stern, and they are 
shaped to incline downward like the Gelibat Boat. Its short and curved keel like Kolek Lichang 
renders this boat a popular demand by fishermen in Rompin, Pahang, Sungai Kuantan, north of 
Terengganu, and on the Kelantan River. The Kolek Kuel is built at a large size of 8 to 8.5 meters in 
length, and 1.5 meters in width; whereas the smaller size is measured at 5 to 8.5 meters long and 1.5 
meters wide. It is normally used to carry larger cargo or 5 to 8 passengers. These boats are mostly 
used for fishing, and are designed with the image of a stork, caping, sangga, and koyang.

r. Western Made Boat

Figure 18. West Made B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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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Western Made Boat

The shape of the boat is said to have originated from Patani, South Thailand. The name 
of the Western Made boat is a geographical reference of Patani, which is located westward from 
Kelantan. The Malay community in southern Thailand calls this boat as Kolek or Kolea. It has the 
same shape as the Payang boat but bears a different design. It is also lighter than the Payang boat. 
The Western Made boat has the same height (head and tail) shape with three types of linggi shapes 
used, namely raised pointed shapes, bird heads, and bird heads (small size). The boat is 10 to 11 me-
ters long and 1.8 meters wide. It is usually utilized in deep sea fishing and could accommodate 5 to 
7 people for trawling work, or with 3 more people for fishing. This boat is popular among fishermen 
along the coast of Kuala Besut to the north of Kelantan, but is rarely used by fishermen in the south.

Figure 20. Beautiful Boat Competition during Sultan Kelantan's birthday Source: National Archive

The small boat would often be used in a boat-tearing match, which was often held on the 
birthday of the Sultan of Kelantan, shown in Figure 3-20. The Western Made boats are among the 
traditional Malay boats decked with carvings and ornaments. It would be painted in bright colors, 
and some with various patterns and motifs, such as birds, cloud, and leather puppet characters.

s. Payang Boat

Figure 21. Payang Boat

The Payang boat is the longest Malay fishing boat used by Malay fishermen in the East 
Coast. The Payang boat is often used for deep sea fishing, and is a choice among fishermen from 
Kuala Terengganu, Kuala Kemaman, Kampung Tanjung Lumpur, Beserah, Kuala Sedili, and sev-
eral coastal areas in the south of Pahang and Pantai Mersing, Johor. It can fit between 15 and 20 
people at a time, depending on its size. It has a custom size of 10 to 15 meters, 1.8 to 2.4 meters 
wide, and 1.8 meters in depth. This boat has a straight and slightly curved keel on both ends. Due to 
its large size and hefty weight, it moves at a moderate speed and can only carry certain amount of 
cargo. It is also susceptible to sinking if it gets overloaded. Between the fishing equipment used in 
the Payang boat is a 220-square-foot payang trawl that would be pulled from the bow and stern of 
the boat. However, the trawler would not be used if the transportation engine is employed, as noise 
from the engine would chase the fish away. The fisherman would also bring along a smaller boat 
(oftentimes a dogol boat) to be pulled by the Payang Boat. Among the decorative components used 
in this boat are storks, koyang, and sangga. During the monsoon season, fishermen would sail to 
Singapore and Perak to carry out other work.

The Use of Motifs on Boat Decorations

In this study, some forms resembling pre-Islamic images are found on the boat decoration 
component. Images such as the makara can be seen on the head and tail of the boat, while the en-
graving of the motifs can be found at each end of the bangau. This makara statue can be seen at 
the front of the entrance of the temple, which serves to safeguard the fishermen from evil spir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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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myths and beliefs of Hinduism, the makara is a type of sea animal used by the God 
Vishnu during his travel at sea ( Mohd Sabrizaa 2008).

Figure 22.  Kepala Perahu Figure 23.  Bangau Figure 24.  Makara

The dragon image is also evidently used on many components of the boat decoration on 
the East Coast. Images of the dragon are often found in the linggi part, with the shape of the bangau 
(along with the motifs on it, okok and the paintings on the body of the boat. The dragon is a creature 
that lives in the water, and in the Malay community, the dragon is a symbol of savior and keeper of 
the earth. It also represents fertility, as the dragon keeps the balance of water and thrives in it The 
dragon is also regarded as the guardian of the fishermen's safety while they are at sea. The use of 
this dragon image is often present in the bangau carving, where the dragon's carvings are combined 
with plants motifs.

Figure 25.  Dragon I Figure 26.  Dragon II Figure 27.  Dragon III Figure 28.  Dragon IV

Caping is a piece of wood that is shaped like an oval betel and carved full with creeping 
plants motifs. It is also described as the ficus tree (pohon beringin) or the bodhi tree, which is con-
sidered sacred to the Malay community. The caping is permanently installed on the boat and cannot 
be moved. Much like the ficus tree, the caping stands firm, strong and is unshakeable. The lush and 

tall ficus tree is a place of shelter for various types of birds and animals. In ancient Malay belief, 
the ficus tree is the home of guardians and supernatural creatures. During the previous generation’s 
practice, the shaman will conduct a ceremony honoring the spirit of the boat with a spell. In the pro-
cess, the areca nut, coconut blossom, and paan are placed on the caping (Mohamad N.M 1989). The 
fishermen community considers the caping part as the most important part of a boat as it serves as a 
guardian of the fishermen's safety.

Figure 29.  Caping I Figure 30.  Caping II Figure 31. Caping III

Bird images are often used in Malay art, especially on the head of keris. In Hindu myths, 
birds are used by the God Vishnu as a mode of air transportation. Birds are also associated with ani-
mals that are loyal and strong, like the Petalawati Bird character in the Hikayat Ramayana story. Ac-
cording to Siti Zainon ( Siti Zainon 1985) in the Malay community, birds represent spirit, strength, 
and pride. Birds are also a form of transportation, which are also associated with the symbol of sus-
tenance. The image of the bangau is also associat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a stork that is capable 
of observing and catching fish. Bird motifs are widely found on the linggi, bangau, okok, koyang, 
sangga and boat body.

Figure 32. Among of the bird's image on the boat dec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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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ves such as herbs, Islamic calligraphy, geometry, and abstract patterns that do not contradict 
with Islamic values have been used in traditional boat craft arts. The discovery of non-Islamic im-
ages is not to accuse the Malay community for its past practices and beliefs, but it can provide an 
example and awareness to the present community of Malay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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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scovery of some forms and motifs on this traditional Malay crafting art can be con-
cise, as shown in table 1. The creation of these forms and motifs are the continuity of the arts in-
herited from previous generations. The motifs of geometry, cosmos, flora, and fauna are an artistic 
feature in the East Coast. The selection of this motif is also based on the ethics that has long existed 
in the fishermen’s culture. It is also associated with taboo and ritual practices that fishermen are 
obliged to do before and during their work.

Table 1. Types of motifs used in decoration components

Decoration Component Shape and Motifs Used
Linggi Makara, dragons, birds, geometry and plants, currents themes such as scennery

Bangau Birds, Flowers, Plants, shadow puppets, dragons and makara

Okok Flowers, Birds, plants, shadow puppets & dragons

Caping Flowers, Birds, plants, shadow and ficus trees

Koyang Birds, dragon and shadow puppet character

Sangga Birds, dragon and plants

Dinding Perahu Geometry, dragons, birds, flowers, plants, fish and scenery.

Conclusion

The art produced in traditional Malay carpentry is mainly founded on the three main ar-
eas of function, aesthetics, and ethics. The production and use of decoration on the boat is highly 
regarded by coastal communities in the East Coast. The fishermen community believes that the 
oceans are another being inhabited by other creatures and they deserve to be respected. Based on 
the findings of some of the images that are symbolic of boat decoration, motifs of animism and 
pre-Islamic beliefs were widely used. The production of craftsmanship on the traditional boat gives 
its own meaning and philosophy. It is also blended with the belief in external power that can provide 
security and fortune to the fishermen. Symbolism and the symbolic aspect form a working environ-
ment that is harmonious for the fishing community; however it does not adhere to the principles of 
Islam. When Islam was introduced to the coastal communities in the East Coast, the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the society of Islamic arts are required. Belief and confidence in external power 
other than Allah SWT has since been abandoned. Based on religious consciousness, many changes 
have been made by boatmen and craftsmen on the traditional boat decoration. The use of form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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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전통선박 제작과 해양문화

오로라 록사스 림

필리핀 마닐라 아테네오대학교 교수

초록

본고는 필리핀의 전통선박 제작과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 전통선박 제작이란 주로 목재와 

그 밖에 필리핀 군도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각종 선박을 만드는 것을 의미

한다. 선박의 운항은 물론이고 제작 및 건조 방법까지도 오랜 기간 동남아시아의 여러 내해

와 남중국해(서필리핀 해), 그보다 넓은 태평양과 인도양을 횡단해온 토착민들의 경험에 기

댄 바가 크다. 선박 건조기술은 더 넓은 말레이·폴리네시아 문화의 일부이다. 이 광범위한 

문화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에는 오스트로네시아어 사용, 양계 가족구조, 유능한 족장이 이끄

는 모계와 부계 친척들을 포함한 상호보완적인 씨족 및 친족 집단 등이 있다. 말레이·폴리

네시아 문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원전 1500년 무렵 그 구성원들이 중국 남동부와 대만, 

말레이반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핵심지역에서 서쪽으로는 마다가스카르, 동쪽으로는 태평

양 제도까지, 심지어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 연안의 섬들까지 확산되는 것을 가능케 해준 선

박 건조와 항해이다.

세부 주 발람반에 소재한 츠네이시 중공업(일본), 삼발레스 주 수비크에 소재한 한진중공

업(한국) 등 몇몇 현대적인 조선회사들이 필리핀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금 2018년에도 전통

선박 제작은 여전히 가치 있고 유의미하다. 모터 달린 어선과 운송선 다수를 포함해 필리핀

인 소유의 해운회사도 50곳이 넘는다. 이러한 배들 대다수는 중고 수입 선박이다. 전통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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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민다나오의 타우수그족, 세부의 수그부족, 루손의 타갈로그족 등 연안지역에 분포한 해

상 민족들이 사회적·역사적 발전 방향을 주도함으로써, 해안에서 먼 내륙 고지대 거주민들

의 느린 발전과 대비를 이뤘다. 해상 생활자들은 특히 해외에서 상대적으로 더 발전된 아시

아 문명들과 접촉하면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더 체계화되어 있었다. 콤베스(Combes)

는 특히 전함(프라후(prahu)나 프라오(prao), 코라코라(kora-kora, cora-cora)라 불

림)을 위시한 대규모 선대, 전사, 교역품을 보유하는 데서 정치권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술탄 쿠다라트의 아버지 라자 부이산은 버니의 수아코 마을에서 선박 2만 척을 

가지고 있었으며 부투안, 보홀, 바실란, 홀로 지역 사람들은 스스로를 보르네오인과 같은 민

족이라 생각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니 그들이 오랑라우트(orang laut), 즉 바다의 민족이

라 불린 것도 당연했다. (배, 선박 건조, 해상무역의 역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오로라 

록사스 림, “고대 발랑가이: 필리핀의 항해술과 해상무역(Ancient Balanghay, a Study 

of Filipino Seamanship and Maritime Trade)”(우나양 아감 주최 필리핀 해양학술대

회에서 발표한 문서 및 파워포인트, 2015년 10월 22~24일, 두마게테 시 실리만대학교)을 

참조할 것.)

다양한 선박과 함선은 열도 전역에 퍼져 있었으며 해상 민족의 교역과 정복에서 없어서

는 안 될 기술적 수단이었다. 프란시스코 이그나시오 알시나(La Historia de las Islas e Indios Vi-

sayas, 마드리드, 1668)와 프란시스코 콤베스(Historia de Mindanao y Jolo, 1667, 마드리드, 

1897년 제2판)는 필리핀 사람들의 선박 건조 및 항해 역량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필리핀인

들은 뗏목부터 통나무배(발로토(baloto), 팡코(pangko)), 파라오(parao)나 프라후(pra-

hu) 또는 발랑가이(balangay)라 불리는 이중 아우트리거가 달린 대형 선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박을 제작했다. 콤베스는 오랑루타오(Orang Lutao, 직역하면 물에 떠다니는 민

족이라는 뜻)가 암초와 모래톱, 맹그로브 습지에서도 속도와 기동성이 확보되도록 배를 건조

한 방식에 감탄을 표했다. 그 배들은 유선형이고 가벼워서 뭍에서 운반할 수도 있었다. “우리 

배들은 납 같다면 이 배들은 새처럼” 움직였다고 표현할 정도였다. 그 배는 선체를 이루는 기

다란 용골 위에 나무판자를 서로 가장자리가 맞붙게 수평으로 여러 단 쌓아 만들었다. 판자

와 용골 모두 못을 박지 않고 장부와 장붓구멍을 이용해 이어 붙였다. 그런 다음 아바카(마닐

라삼) 밧줄과 등나무 줄기를 이용해 판자들을 단단히 묶었다. 선체 위에는 선원 숙소의 지지

제작은 여전히 필리핀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열도의 복잡한 지형은 7천 개가 넘

는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 상당수는 아직까지도 철저한 조사와 측량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게다가 측량사의 정밀기기를 기다리는 해류나 조수와 수심의 변화는 말할 것도 

없고 산호초, 모래톱, 암초, 습지, 강, 호수, 개울, 수로도 무수히 많다. 이 모든 지리적 특

징은 매우 다양한 선박을 필요로 한다. 대형 동력선박으로는 항해할 수 없는 지역이 많기 때

문이다.

본고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필리핀 열도에서 사용된 다양한 선박에 대해 설명 및 논의하고

자 한다. 동남아시아 이웃나라들과 인도, 중국의 비교자료를 참고로 하고 역사적·민족지학

적인 목격자 기록, 고고학적 증거에 근거하여 그 배들의 구조와 제작방법, 재료, 기능, 용도

에 대해 논할 것이다.

전통선박 건조 기술을 괴롭히는 문제들도 다룰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문제

는 단단한 목재, 등나무를 비롯한 각종 덩굴식물, 맹그로브, 메움재 등 천연재료의 감소와 

신기술의 도입, 그리고 무엇보다 숙련된 원로 배목수(船匠)들의 사망과 그들의 자손이 선대

의 선박 건조 및 항해 문화를 더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현실 등이다.

본문

필리핀 특유의 해양문화는 7천 개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다도해 지형과 광활한 태평양을 

마주한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놓인 지리적 위치를 토대로 형성되었다. 필리핀인에게 바다

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인 만큼, 이 나라 최초로 생긴 사회·정치 기구의 명칭마저 항해용 선

박 발랑가이(balangay)에서 따와 바랑가이(barangay)라고 부른다. 주민들이 영구적으로 

육지에 정착했다 해도 바랑가이의 조직 구조는 선원들에게 부과되는 제약을 본떠 만들어졌

다.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한 몸처럼 효율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나코다(nakhoda), 즉 선

장의 지시에 따라 복종하고 맡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물론 선상에서 보인 나코다의 엄격

한 규율과 절대적인 권위는 육지로 오는 순간 좀 더 느슨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박 제

작자와 항해사로서의 해양 지식과 기술, 용기와 지도력 같은 개인적 자질 이외의 통상·상업

적 수완은 사회적·정치적으로 높은 지위를 획득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소였다. 실제

2018 해양 실크로드 무형유산 국제학술대회172 173선박, 항해 그리고 사람 Session 01 사례발표 04.  필리핀의 전통선박 제작과 해양문화



바다로 떠내려 보냈다. 팔라완 섬 타본 동굴에서 발굴된 마눙갈 유골 단지를 보면 필리핀 사

람들이 얼마나 오래 전부터 죽음을 내세를 향한 바다 여행이라 여겼는지 알 수 있다.

초기 필리핀인들의 항해 역량은 민다나오 북아구산 주 부투안 시 인근 리베르타드에서 발

견된 발랑가이 7척을 통해 확실히 입증된다. 다른 배들의 탄소 연대가 서기 990~1250년인

데 반해 그 배들은 탄소 연대가 서기 320년으로 나타났다. 선체 구조는 일반적인 동남아시

아 선박과 일치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최소한 기원전 1000년경 동남아시아 바다와 남

중국해는 물론 동쪽으로는 태평양, 서쪽으로는 인도양부터 멀리 마다가스카르까지 오갔던 

말레이·폴리네시아 배들의 구조를 따랐다. 나무판자를 겹쳐 붙여 만든 배들로, 평균 길이가 

18~25m나 그 이상인 경재를 사용했으며 바람을 받는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는 이동형 돛

대에 하나 이상의 대형 삼각돛이나 사각돛을 장착했다. 돛대는 단단하게 보강한 선체 바닥에 

고정시켰고 주로 대양 항해용의 이중선체선이었다. 양쪽 뱃전에 아우트리거를 장착해 안정

감을 높였다. 이 같은 사양은 말레이·폴리네시아인들의 이주 경로를 따르는 선박들이 보이

는 대표적인 특징이다. 8~10세기에 건립된 중부 자바 마겔랑의 보로부두르 사원에는 부투

안에서 발굴된 것과 유사한 모양의 선박 부조가 있다. 사각돛이나 러그 돛(lug sail)이 달린 

삼각 돛대가 두세 개 있고 양쪽 뱃전에 방향타와 아우트리거가 있었다. 발랑가이의 구조에 

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발굴된 선박에 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오로

라 록사스 림, “아구산델노르테 주 부투안 발굴유물의 역사적·문화적 의미(The Histori-

cal and Cultural Significance of the Butuan Finds in Agusan del Norte)”(국

제 필리핀 학술대회 발표문, 마닐라 국립박물관, 2014년 10월)를 참조할 것.)

선박의 종류는 기능에 따라 분류해볼 수 있다. 한 예로 단순한 부동 평저선인 파야오 발사

(payao balsa), 즉 뗏목이 있다. 발사(뗏목)는 대나무 장대나 통나무를 밧줄로 묶어 손쉽게 

제작할 수 있다. 이 배는 얕은 물에서도 뜰 수 있고 안정적이지만 움직임이 느리다. 배를 모

는 방식은 펀팅(상앗대질)이 일반적이다. 장대잡이가 기다란 대나무 장대를 지렛대처럼 강바

닥에 꽂아 넣으며 뗏목을 앞으로 몰고 가는 식이다. 가급적 잔잔한 얕은 물에서 뜰 수 있지만 

배에 탄 승객들이 끊임없이 물에 젖는다. 뗏목은 단순한 것부터 좀 더 복잡한 것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임시변통으로 대나무 장대를 아바카 밧줄과 등나무 줄기로 한데 엮어 육지와 바다 

양쪽에서 사용 가능한 평평한 매트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대나무나 통나무를 두 층으로 엮

대 역할을 하는 마루가 깔렸고 야자나무 잎으로 만든 차양으로 지붕을 씌웠다. 양 측면에 각

각 배를 조종할 방향타 2개를 두고 선측 양쪽에 아우트리거를 설치해 거친 바다에서 안정감

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콤베스는 배에 물이 거의 스며들지 않게 만든 기술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지나쳤다. 그 방법은 세로방향 판자의 이음매에 섬유재를 넣고 코팔(copal)이나 다마

르(dammar)(스페인어로는 알마시가(almaciga)라고 하며 아가티스 알바와 아가티스 필리

피넨시스 와르브 원목에서 추출한 일종의 수지이다)를 이용한 밀폐재를 바르는 것이었다).

1720년대에 프란시스코 레안드로 데 비아나는 갈레온 교역 기간(1565~1815년) 동안 

그들이 겪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항해자들에게 바치는 찬사의 글을 썼다. “그 섬들에 

사는 주민 중 해상에서 뛰어난 자질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으며 선상에서 그토

록 민첩하게 대응하는 민족도, 항해 용어를 비롯해 훌륭한 선원이 갖춰야 할 그 어떤 지식이

든 그토록 빨리 익히는 민족도 현재 지구상에서 달리 찾아볼 수 없다 … 그들은 그곳 바다에

서 항해하는 수많은 스페인 선원들을 지도할 수 있다 … 항해에 나서본 그곳 주민 중에 나침

반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으므로 이 통상로에는 대단히 능숙하고 솜씨 좋은 조타수

들이 꽤 있는 셈이다 … 그들은 탈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배에 발이 묶이면 힘과 용기를 다해 

싸운다”(윌리엄 라이틀 슈르츠, 『마닐라 갈레온The Manila Galleon』, E.P. Dutton & Co. 

Inc. New York, 1939, p.211).

필리핀 열도의 다양한 항구부터 동남아시아의 다른 항구들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와 크기

를 자랑하는 수백 척의 배와 마주치는 일은 결코 드물지 않았다. 자연히 배의 종류와 기능, 위

치, 언어에 따라 사용되는 용어도 달랐다. 1521~1522년에 피가페타(Pigafetta)는 스페인

인들이 지알롤로 왕을 만날 당시 민다나오에서 온 선대가 테르나테 항구에 정박해 있는 광경

을 목격했다. 스페인 사람들은 민다나오인과 몰루카인들이 밀접한 관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블레어와 로버트슨, 『필리핀 제도The Philippine Islands』, 1~2권, The Arthur H.  Clark, 

Cleveland, 1906). 콜린(Colin)은 초기 필리핀 주민들의 뱃사람 성향에 관해 언급한 바 있

다. “그들은 그물망과 낚싯줄과 울타리를 이용해 기막히게 낚시를 잘하므로 진정한 해상 민족

이다. 한편 내륙에 사는 주민들은 농사와 사냥에 뛰어나다.” 죽을 때도 바다가 내다보이는 높

은 절벽에 놓인 배 모양의 관에 묻히고 싶어했을 만큼 그들의 삶에서 바다는 너무나 중요한 존

재였다. 보홀 족장의 유골은 배에 놓은 뒤 마치 그가 바다를 향해 여정을 떠나기라도 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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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 가옥으로 사용되는 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술루와 타위타위, 보르네오 섬 연

안지역,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와 인근 섬들에 거주하는 바자우-사말족의 레파레파(lepa-

lepa, 사핏(sapit)이라고도 함)이다. 레파레파는 양쪽 뱃전에 이중 아우트리거(카티그

(katig), 카티르(katir))를 설치하고 돛을 달아 심해를 오가며 승객과 화물 수송 및 어업

에 활용된다. 대부분의 전통 목재 선박과 마찬가지로 이 통나무배도 외날 노나 양날 노로 젓

는다. 사카얀뿐 아니라 반카, 바텔(batel)은 내해에서 소형 화물선 겸 여객선에 주로 적용

된다. 돛이 두세 개 달리고 선체 길이가 18~25m에 달하는 큰 배는 카팔(kapal, 타우수

그 용어)이나 삼판(sampan), 샴판(champan), 조앙가(joanga)라고 불렸는데, 서력기

원이 시작될 무렵부터 그 지역을 오간 중국 여객화물선들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참

조: 조지프 니덤, 『중국의 과학과 문명Science and Civilization in China』, Cambridge Uni-

versity Press, 4권, 1971). 라낭(lanang)은 코라코라와 유사한 종류로, 대개 란타카스

(lantakas, 대포)로 무장하여 해적을 비롯한 약탈자들을 물리치는 데 쓰였다. 20세기 들

어 동력설비를 갖추고 승객 20~25명을 수용할 정도로 더 넓어진 화물수송선들은 흔히 쿰

핏(kumpit)이나 바스니그(basnig)라 불린다. 라구나 데 베이(바이 호)의 어선 아르마다한

(armadahan)이나 민다나오 연안지역의 타파이타파이(tapay-tapay), 바타네스의 타타

야스(tatayas)는 어구 설비를 제외하면 레파레파나 사핏과 선체 구조가 거의 동일하다.

필리핀 열도의 주요 산업은 말할 것도 없이 어업이다. 필리핀 사람들의 식단에서 어류는 

주된 단백질 공급원이며 인구의 상당수가 직간접적으로 어업을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다. 어

선은 장대와 낚싯줄을 이용한 개인 낚시용의 소박한 반카나 카누부터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

다. 규모를 키워 어부 서너 명이 승선할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한 어구를 어선에 설치한다. 어

구에는 대형 그물망이 포함된다. 직경 5m에 달하는 그물망에는 물고기가 잡혔을 때 내렸다 

올렸다 하는 손잡이 역할을 할 장대나 붐(활죽)을 단다. 외해로 나가는 상업용 대형 어선에

는 직경 1km까지 펼칠 수 있고 봉돌 수백 개가 달린 유연한 프레임으로 가장자리를 두른 어

망이 설치되어 있다. 바타네스의 선박(타타야스)은 해도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해류와 암석 

노두가 많고 해안선에 바위가 많은 탓에 아우트리거를 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940

년대까지 루손 지역에서 사용되었으며 물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대형 그물이 설치

된 어선은 살람바우(salambaw)라고 한다. 그 밖에 빈톨(bintol), 바싱(basing), 바사니

어 더 견고하고 무거운 형태로 만들 수도 있다. 임시로 만든 뗏목은 홍수가 났을 때 비상 구

조용 선박으로 즉시 활용할 수 있다. 벽과 지붕이 설치된 뗏목은 대개 카스코(casco)라 부르

는데, 선상 가옥과 유사하며 손님들을 태워 해안이나 강을 따라 순항하는 선상 식당으로 활

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뗏목은 해안과 맹그로브 습지, 산호초, 모래톱을 지나다니는 유용한 

운송수단이다. 때로는 속도를 높이고 상앗대질을 쉽게 하기 위해 뗏목에 돛대(티앙(tiang), 

타룩(taruk))와 돛(라야르(layar), 라야그(layag))을 다는 경우도 있다. 돛은 사각돛이나 

큰 삼각돛이 일반적이고 가동식 핼야드(돛을 올리고 내릴 때 쓰는 밧줄)에 달린 밧줄로 게양

한다. 다양한 돛의 종류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오늘날 일부 뗏목은 바지선으로 변형되거나 대체되었다. 뗏목과 달리 바지선은 더 크고 무

겁고 견고한 부동 평저선이다. 비교적 큰 바지선은 강철로 만들고 쉽게 부패되지 않는 상품

을 대량으로 실어 얕은 수로로 운송한다. 물론 날씨가 좋고 바다가 잔잔할 때는 대부분의 바

지선이 깊은 물을 건널 수도 있다. 최근 바지선들은 동력장치를 달았으므로 전통 목재 선박

과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배로 분류할 수도 있다.

통나무배, 즉 카누는 흔히 반카(banca)나 사카얀(sakayan)이라고 부르며 루손과 비사

야 지역의 배는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통나무배의 모양과 크기는 기능은 물론이고 목재의 

길이와 둘레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작은 목재는 해안 쪽의 얕은 물에서 산호초, 모래톱, 습

지를 지나다니는 소형 카누에 사용된다. 소형 카누는 대부분 연근해 어업과 진주조개 채취나 

어린아이들도 즐길 수 있는 스포츠에 이용될 수 있다. 카스코(casco)라 불리는 다른 유형의 

부동 평저선은 대나무 장대나 통나무를 각각 이어 붙이거나 두 가지를 함께 섞어 이어 붙여 

평평하고 안정적인 토대를 만든다는 동일한 원리에 바탕을 두었으되, 크기가 더 크고 지붕과 

벽이 있어 내해와 내륙 하천에서 가급적 물살이 잔잔할 때 주로 벌크화물을 수송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 배는 뱃사공이 긴 대나무 장대를 강바닥에 찔러 넣는 방식의 상앗대질로 움직인

다. 카스코 선대는 제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외해에서 내륙 항구와 하천으로 물자를 수송하

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1940년대까지 카스코는 쌀, 설탕, 코코넛, 아바카, 담배, 목

재, 대나무, 등나무 등의 농작물을 지방에서 마닐라로 실어 날랐다가 루손의 각종 상품을 다

시 다른 섬들로 수송했다.

통나무배의 기본 구조를 토대로 삼고 보통 선체 길이 5~6m, 선폭 1.5m에 지붕을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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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했다. 이들이 민다나오와 술루의 침탈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19세기 말까지 비사야 제도와 

루손 섬 연안지역에서 벌였던 기나긴 분투는 스페인 사료에도 기록되어 있다. 가장 악명 높

은 해적과 노예 사냥꾼은 이라눈족과 발랑기기족 뱃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의 활동은 마긴다나

오와 술루의 술탄들이 벌인 항쟁의 일환이었다(제임스 워런, 『술루 지역The Sulu Zone』, 세사

르 아디브 마줄, 『필리핀의 무슬림The Muslims in the Philippines』, 1974). 

선박은 기술 수준에 따라 분류해볼 수도 있다. 최상급 조선공은 대개 삼보앙가 반도와 술

루-타위타위 출신이며, 그중에서도 시부투 출신이 특히 많은데 시부투 섬이 목재 공급지인 

보르네오 섬과 가깝기 때문이다. 그들은 중앙정부의 재정·기술 지원 없이도 가장 활발하

고 혁신적인 선박 제작자들이기도 하다. 작업팀에는 보통 여러 부족이 섞여 있고, 주로 바자

우-사말족 투캉(tukang, 민다나오와 술루, 타위타위, 사바 출신 장인들), 타우수그족, 일

라눈족으로 구성되며 보홀 섬과 사마르 섬, 산베르나르디노 해협 카풀 섬의 투캉도 이따금씩 

볼 수 있다. 이들은 프라오, 프라후, 바스니그 등 대형 외항 선박들을 제작하는데, 대부분 동

력장치를 달고(150~200 hp 선용 디젤 엔진) 나침반, 무선통신장치, 위성항법장치(GPS) 

같은 항해용 장비를 장착한다. 바스니그라고 불리는 이 같은 대형 외항선들의 제작 자금은 

동남아시아 연안지역에서 활동하는 화교 무역상이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총비용은 1983

년과 1984년 현장 실태 연구 시점을 기준으로 많게는 200~300만 페소에 달했다. 이러한 

바스니그 선박은 동남아시아 내해를 다니며 필리핀에서 생산된 코프라, 설탕을 비롯한 농수

산물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더 멀게는 싱가포르와 태평양 제도의 여러 항구로 수출한

다. 돌아오는 길에는 화물선으로서 보르네오 타라칸 섬에서 생산된 목재와 연료유, 동남아

시아 여타 항구의 각종 제품을 수입해온다. 이들 대형 선박에는 어구 설비도 추가할 수 있지

만 그러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개조가 필요하다. 유감스럽게도 종종 그들은 필리핀 연안 경비

대에게 시달리고 밀수범으로 몰리곤 한다. 그들의 말을 빌리면 사실 필리핀 공화국이 건립되

기 훨씬 전부터 동남아시아 내해에서 교역을 해왔는데도 말이다. 그들은 서구 식민주의 열강

들이 강제로 정한 엄격한 영토 구분 때문에 동남아시아 이웃 국가들과 오랫동안 이어온 민족

적·문화적·경제적 유대관계가 자동적으로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선박 제작자 집단은 현대식 항법 장치(150~200 hp 선용 디젤 엔진, 나침반과 GPS, 

무선통신, 지도 등의 항해 계기)를 도입하는 동시에 발랑가이와 프라후의 구조적 원리를 토

그(basanig), 파낙(panak), 탕칼(tangkal), 빈타한(bintahan) 등의 어선은 기본 구조

는 발랑가이를 따랐지만 바닥이 더 둥글고 선체 중간부가 길이에 비례해 더 넓어졌다. 배를 

가리키는 명칭이 다양한 것에 비해 선체 구조가 모두 다르지는 않지만 그물의 크기와 그물이 

닿을 수 있는 깊이는 제각각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물 크기와 그에 대응되는 장대나 붐

의 길이는 어획 목표량과 부합했다. 작은 그물과 짧은 붐은 게, 바닷가재 등 얕은 물에 사는 

패류와 갑각류를 잡는 용도였다. 그에 반해 참치, 멸치류, 주둥치류를 비롯한 원양성 어류를 

잡으려면 그물도 크고 붐도 길어야 한다. 오늘날의 상업용 어선은 대개 동력설비가 되어 있

으며 윈치를 이용해 스풀에 감기는 삭구로 대형 그물을 올리고 내리는 긴 붐이 달려 있다. 요

컨대 어선은 가장 적절한 기술을 바로바로 적용하는 전문화된 선박 중 하나다. 어선에는 잡

은 물고기를 보관할 얼음을 담아둘 수 있도록 물이 스며들지 않는 상자도 설치되어 있다.

대개 여러 개의 돛과 이중 아우트리거가 달린 여객화물 선박들은 열도의 여러 지역에서 볼 

수 있다. 일로코스 지방의 파사플랍(pasaplap)은 비콜(bicol)과 유사하고 세베렌(seber-

en)은 더 먼 바다로 나간다. 여객선과 화물선, 상선(쿠라카오(curacao) 또는 비로코(bi-

roco))은 술루와 삼보앙가의 빈타(vinta), 가루(gharu), 가라이(gharay)나 비레이(vir-

rey) 같은 소형 범선이다(이들 용어는 루손 연안지역에서도 사용된다). 이 배들은 크기가 더 

큰 인도네시아의 팔라리(palari) 범선과 유사하다. 팡가시난과 일로코스 지방에서 봉기를 

주도했던 후안 팔라리스(Juan Palaris)가 바로 이 상선에서 이름을 따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1762~1764년 스페인에 대항해 영국 침략군에 합류한 디에고 실

랑(Diego Silang)은 스페인의 담배 생산·판매 독점에 맞서 일로코스 연안 일대를 오갔던 

상인이었다(O.D. 코르푸스, 『필리핀 민족의 뿌리Roots of the Filipino Nation』, 1권 p.321, 

503, 2권 p.496).

흔히 코라코라나 쿠라카오라 부르고 간혹 프라후나 프라오, 파라후(parahu)라고도 하는 

전함은 원거리 해상 무역이 한창이던 10세기 말부터 18~19세기까지 전함 형태로 꾸며졌

다. 이 배들은 더 길고 튼튼했으며 돛대와 돛이 두세 개 달렸고,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 양쪽 

뱃전에 설치된 이중 아우트리거에 노잡이들이 줄지어 앉았다. 이것은 16세기 말에서 19세

기 사이 유럽의 팽창주의자들과 대적했던 전함이었다. 이 배들은 비교적 작은 화물선과 수송

선, 보급선들의 지원 하에 전투 상황과 지형에 따라 쉽게 모이거나 흩어질 수 있는 함대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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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르는 마디를 통해 선체 바닥과 측벽에 접합하는데, 마디에 구멍을 뚫은 뒤 그 구멍들 사

이로 아바카와 등나무 밧줄을 연결해 늑골과 선측판을 엮는다. 선저부는 화물칸으로 쓰인다. 

선체 위쪽에는 나무판자를 깔아 바닥재(란타이(lantai)) 역할을 하도록 하고 그 위에 선원 숙

소(쿠보(kubo))를 설치하고 야자나무 잎으로 지붕을 인다. 뱃전 양쪽에는 아우트리거(카티

그, 카티르)가 설치되고 노잡이들이 그 위에 줄지어 앉아 노(부사이, 사그완)를 젓는다. 범

장을 살펴보면, 17세기 말에 대형 선박의 경우 돛대(타룩)는 많게는 3개였고 주돛(라야그, 

라막(lamak)), 앞돛(경사진 사각이나 삼각, 직사각), 지브(뱃머리의 큰 돛 앞에 다는 작은 

돛)는 대개 무명 캔버스 천으로 만들었다. 18세기까지 최상급 돛은 일로코스 지방에서 생산

되었다. 옛날에는 촘촘하게 짠 야자 매트에 배튼(돛에 넣는 가늘고 긴 막대)을 넣어 돛을 만

들기도 했다. 배튼은 마치 부챗살 같은 역할을 맡아 갑판에서 돛을 접었다 펼쳤다 할 수 있

게 해주었다. 비교적 큰 선박에는 돛대 2~3개와 그에 상응하는 돛이 있었으며, 주로 기울어

지거나 경사진 사각형 러그 돛이 많았고 보조 역할로 스프릿이나 지브 돛을 달아 바람을 받

게 했다. 소형 배에는 방향타(반살(bansal), 케무디(kemudi))와 조종을 쉽게 하기 위해 내

리거나 얕은 물에서 올릴 수 있는 종범장을 장착했다. 마찬가지로 무거운 돌닻(사우(sauh), 

장가르(jangar))(후에는 쇠갈고리 닻) 역시 상황에 맞춰 내리거나 올릴 수 있었다. 전함에는 

뱃전 양쪽에 최대 두 개의 아우트리거가 있었고 노잡이들이 그곳에 줄지어 앉았다. 갑판은 

전사들이 대기하는 곳과 대포(란타카스)를 설치할 곳이 따로 있었다.

그렇다면 전통선박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어떨까? 단연 가장 중요한 재료는 단단한 견목

으로, 18세기까지만 해도 필리핀 열도에서 풍부하게 생산되었다. 그러한 견목은 길고 곧으

며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옹이와 마디가 없어야 한다. 바닷물에 저항력이 있는 목재가 가장 

선호된다. 돛대, 선체, 선측판, 늑골, 방향타 등 선박 건조에 가장 적합한 견목으로는 나라(

필리핀 마호가니, 학명: 프테로카르푸스 인디쿠스), 메란티라고도 부르는 라우안 중 몇 가지 

종(레드, 브라운-오렌지, 학명: 쇼레아 네그로센시스), 적금색 야칼(쇼레아 레아비스), 티

크(텍토나 그란디스)와 흰색 티크(그멜리나 아보레아), 매우 단단하고 어두운 갈색빛이 나는 

검정색의 카마공 또는 흑단(디오피루스 블랑코), 아피통 또는 케룽(딥테로카르푸스 그란디플

로루스), 탕길레(쇼레아 팔리스페르마), 몰라베(비텍스 파르비플로라), 이필(인트시아 비유

가 콜브룩) 등이 있다. 이들 모두 필리핀 토착 견목들이다.

대로 고대의 선박 건조 기법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그들은 나무판자를 엮어 붙인 나무배

를 지속적으로 제작하며, 보강 늑골(타장(tajang))을 측벽에 연결하고 엔진이 제대로 작동

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비상 추진용 방향타와 노를 설치한다. 그러나 다른 선박 제작자들

은 이러한 전통선박 건조 기법과 이미 멀어진 것으로 보인다(오로라 록사스 림, “삼보앙가, 

술루, 타위타위 지역에서 관측된 전통선박 건조(Traditional Boat Building as Ob-

served in Zamboanga, Sulu and Tawi-tawi)”, 아시아센터와 통합개발학센터에 제

출한 현장 보고서, 필리핀 대학교 딜리만 캠퍼스, 1989).

가장 단순한 형태의 배는 대나무 장대를 엮어서 물에 뜨게 만든 뗏목이다. 하천과 해안에

서 사용하며 긴 막대기를 이용한 상앗대질로 배를 움직인다. 통나무배는 통나무 하나를 깎

아서 한두 명이 탈 수 있게 만든 작은 배로 노(사그완(sagwan), 부사이(busay))를 저어 움

직이는 반면, 반카(banca)는 커다란 통나무 하나를 깎아 통나무배보다 크게 만들고 대개 

5~10m 길이로 나무판자를 붙여 보강하며 고기잡이와 여객·화물 수송에 사용한다. 민다

나오 지역에서는 이 배에 돛을 단 형태를 빈타(vinta)라고 한다. 같은 배를 루손 연안지역에

서는 비레이(virrey)나 비라이(viray)라 하고 비사야 제도에서는 비로코(biroco)나 로르차

(lorcha)라고 부른다.

전함 겸 상선으로 쓰이는 발랑가이나 프라후, 프라오의 주요 기술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는 크고 긴 용골(타다스(taddas), 루나스(lunas))로, 가급적이면 경

재로 만드는 것이 좋다. 용골의 길이는 나무 길이에 따라 달라지며, 나무는 기왕이면 울퉁불

퉁한 옹이가 없고 몸통이 곧은 것이 좋다. 키 큰 활엽수가 여전히 풍부하던 시절의 용골은 직

경 1~2m에 길이는 20~35m까지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필리핀의 산림 황폐화로 인해 

예전의 긴 단일 용골 대신 목재를 이어 붙여 길이를 늘인 용골을 사용하고 있다. 용골 위에 

나무판자(타피(taphi), 딘딩(dinding))를 세로 방향으로 서로 가장자리를 맞붙이고 연속

된 여러 층으로 쌓아 선체를 구성하며, 선체 높이는 용골의 길이에 비례한다. 일반적으로 선

체 길이가 15~20m이고 선폭이 3~4m(중앙의 가로들보 기준)일 때 측벽(타피) 높이는 최

대 3~4m, 흘수는 약 2m이다(흘수는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물에 잠겨 있는 부분을 가리

키며 배의 배수량과도 관련이 있다). 선폭 전체에 걸쳐 일련의 늑골 보강재(타장(tadjang))

를 일정 간격으로 놓는다. 각각의 늑골은 장부와 장붓구멍을 결합하여 템부코(tembuco)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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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들 가운데 가장 크고 화려한 설비를 갖춘 배로 수천 명의 승객과 화물을 실어 날랐던 산파

블로와 산티시마 트리니다드 호가 있었다. 마닐라-아카풀코 교역은 태평양에서 멕시코까지 

2만 마일을 왕복한, 역사상 가장 길게 지속된 태평양 횡단 항해였다. 1565년 안드레스 데 

우르다네타는 필리핀에서 출발했을 때 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좋은 경로를 찾아냈다. 

북쪽으로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위도 38도선을 향해 일본 태평양 연안을 따라간 뒤 동쪽으

로 방향을 틀어 태평양 너머 캘리포니아로 가고, 거기서 멕시코로 가는 방법이었다. 필리핀

인 갑판원과 선원들은 1587년 캘리포니아에 상륙했다. 갈레온선 건조 작업에 징집된 필리

핀 토착민들이 서방의 기법까지 통합함으로써 선박 건조 신기술을 배웠다고 말할 수도 있겠

지만, 당시 징집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대량 살육되었다. 그들은 숲에서 목재를 벌채해서 비

콜, 일로일로, 카비테, 마린두케, 마스바테, 카마리네스의 바가사오, 팡가시난 등지에 있는 

조선소로 싣고 가야 했으며, 교역선상에서뿐 아니라 스페인의 영국, 네덜란드와의 전쟁에서

도 조선공, 선원, 병사로 복무해야 했다. 많은 갈레온선이 파괴되거나 영국과 네덜란드 해적

들에게 약탈당했다. 게다가 스페인 식민통치자들은 교역 독점 체제를 확립하여 필리핀이 이

전에 아시아 이웃국가들과 맺었던 교역 동맹을 중단시키고 토착 경제를 무력화했다. 교역품

은 각종 비단, 차, 도자기, 칠기 등 아메리카와 유럽 대륙 엘리트들을 위한 사치품이 대부분

이었다. 자연히 중국 상인들이 이 교역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축적했다. 그에 반해 갈레온 교

역은 필리핀과 멕시코, 페루 토착민들에게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야기했다. 

필리핀에서는 갈레온 교역 기간 내내 각종 봉기가 줄을 이었다. 멕시코와 페루의 광부들도 

1815년 반란을 일으켰다(참조: 오로라 록사스 림, “스페인 식민통치 기간에 일어난 농민 봉

기(Peasant Uprisings during the Spanish Colonial Regime)”, 카티푸난 창설 기

념 학술대회 발표문, 1985년 7월 7일, 필리핀대학교 딜리만 캠퍼스 노사관계학부).

다른 한편으로 민다나오와 술루의 주민들은 말레이·인도네시아 군도의 동맹국들이 있는 

남쪽과 남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스페인의 금수조치를 피해가려고 애쓰는 동시에 그들의 재

능, 정력, 자원을 스페인 침략에 맞서 싸우는 데 쏟아 부어야 했다. 서방 열강의 동남아시아 

침략은 지역 내 아시아 국가 간 교역에 질서를 부여해주었던 정치 구조를 와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서구 식민정권이 실시한 교역독점 정책은 서구 저자들 대부분이 “불법 무역 및 해적 행위”

선체 위쪽 바닥에는 대나무, 니봉이나 바야스(온코스페르마 호리둠, 온코스페르마 티길라

룸) 등의 야자나무 몸통 같은 연목이 사용되었다. 바카완(리조포라케아이, 리조포리아 스페

쿨라타 블랑코)은 소목 세공품, 구멍 마개, 밧줄 감개, 갑판 기둥 등을 만들 때 사용된다. 지

붕재료로는 다습한 열대성 기후 환경이 부리(코리파 엘라타), 니파야자(니파 프룩티칸스) 등 

매우 다양한 종류의 이엉을 공급해준다. 선박 부품과 돛을 돛대에 묶을 재료로는 튼튼하고 

염수 내구성이 있는 아바카(무사 텍스틸리스)가 가장 탁월하다. 선박 부품과 범장을 연결하

고 묶을 재료에는 질긴 덩굴식물 몇 종이 있는데 특히 등나무와 얀톡(칼라모이데아이 칼라메

아족)이 많이 쓰인다. 

돛은 야자나무 잎을 촘촘하게 짠 뒤 여러 층으로 겹겹이 쌓은 대나무와 등나무 틀로 보강

해서 만들었다. 이 틀이 쥘부채나 베니션 블라인드 같은 뼈대(배튼) 역할을 맡았다. 돛을 만

드는 천은 무명을 사용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질긴 것은 일로코스 지방에서 생산된 것이었

다. 단계별로 크기를 작게 한 돛대 하나나 세 개에 범포(기울어지거나 경사진 러그나 사각 

돛)를 핼야드, 붐과 함께 달았으며, 그 아랫부분은 주로 견목보다 가벼운 강화 대나무 장대로 

만들었다. 그렇지만 견목이 내구성이 좋아서 더 선호되기는 했다.

아무리 딱 붙여 쌓고 꽉 조이게 묶었다 해도 완성된 배의 부품 사이사이에는 빈틈이 있게 

마련이고, 나무판자를 연결한 이음매가 특히 그렇다. 그런 까닭에 반드시 실란트나 코킹을 

더해줘야 한다. 나무 수액에서 얻은 천연 수지이며 마닐라 코팔(아가티스 알바)이라고도 알

려진 알마시가와 곱게 빻은 섬유를 이음매의 틈이 있는 곳마다 발라서 틈을 메워준다.

스페인 식민지 이전 필리핀 사람들의 해상 기술이 18세기경 루손과 비사야 제도 대다수 

지역에서 점차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또 민다나오와 술루에서는 왜 쇠퇴했을까? 말할 것

도 없이 스페인의 식민 침탈은 앞서 우리 선조가 보유하고 있던 해상 기술을 억압했다. 무엇

보다 먼저, 군사 정복으로 우리 민족 대다수가 제압되었고 루손과 비사야 지역의 가장 적극

적인 수호자들은 죽임당하거나 침략 세력에 흡수되어 식민 통치에 부역했다. 둘째로 우리 조

상들은 교회와 수도회, 정부청사, 도로, 교량 건설을 비롯해 등골이 휠 정도로 고된 노역에 

강제 동원되었다. 그들에게 강제된 가장 지독한 노역은 조선소 노동자로 징집되어 마닐라-

아카풀코 교역(1565~1815)에 필요한 스페인 갈레온선을 건조하는 일이었다. 완성되었다

고 기록된 150척 넘는 갈레온선 중 적어도 102척이 필리핀에서 건조되었다. 당시 건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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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서 실시하고 있다. 필리핀인 소유의 국내 해운회사들은 육지 및 항만 시설 제공, 5년간 

세금 면제, 자재와 장비에 대한 수입세 면제, 이익금 송금 보장, 말 잘 듣는 노동자 등 정부

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인센티브 때문에 일본과 한국에서 수입한 중고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

가 많다. 나보타스에는 1980년대까지 활발한 활동을 보인 선박 제작자와 수리인 단체가 있

었으나 정부의 지원 부족과 기금지원 기관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문을 닫고 말았다. 은행들

은 선박 제작자와 수리인들에게는 자금 대출을 꺼리면서 쇼핑몰이나 아파트를 짓겠다거나 자

동차를 구입한다고 하면 즉각 대출을 해준다. 그러나 개발업자들이 짓고 있는 종류의 주택은 

값이 너무 비싸서 필리핀 근로자 대다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수준이다. 나보타스와 바탕가

스, 제너럴산토스, 사랑가니에서 운영중인 민간 소유의 선박 제작 및 수리 회사들은 첨단 기

술을 취득하고 숙련 인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유능한 인력은 대부분 보수가 좋

은 외국 선박회사로 떠나기 때문이다. 

1970년대 중반 필리핀 정부는 국내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감독할 기관으로 해양산업청(Maritime Industry Authority, MARINA)을 설립했다. 

그러나 이 기관은 단순히 허가증 발급과 인력 제공 역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이 기

관은 해양과학과 조선공학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는 직원이 대다

수를 차지하고 있다. 필리핀 연안경비대, 필리핀 항만청, 기상청, 지도제작청과의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 마당에 선박의 품질과 해양훈련학교 관리·감독은 

더더욱 기대할 수 없다. 이 같은 관리·감독 역할은 고등교육위원회(CHED)에 위임되었지

만, 이 기관 역시 해양산업청과 마찬가지로 해양 문제의 심층적인 인식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유능한 선원과 선박 제작자 및 수리인을 키우기 위해 좀 더 과감하고 효율적인 조

치를 취해야 한다. 해운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일본, 한국, 중국으로부터 배울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기술적으로 앞서가는 국가들과 기술 이전, 국내 노동자 교육, 예비 

부품뿐 아니라 기계 자체를 유지·보수하고 제작하는 워크숍 설립 등을 선행조건으로 공동사

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출발점을 삼을 수도 있겠다. 정부는 필리핀 경제개발청(NEDA)을 통

해 필리핀을 구성하는 수천 개의 섬들이 지속적이고 안전하며 비용효율적이면서도 환경적으

로 안전한 선박, 부두, 선창, 항구, 등대, 어항 시설, 지원 인프라로 서로 안전하게 연결되도

라고 부른 행동의 원인이 된 지방 및 지역 교역 탄압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견목

을 비롯한 필수 자원을 공급해주던 우리 숲이 벌거벗겨지자 루손과 비사야 지역의 선박 건조 

활동이 줄어들었다. 오늘날의 선박 제작자들은 선박용 합판, 섬유유리, 알루미늄 등 값도 더 

비싸고 지방의 선박 제작자와 어민들은 쉽게 구할 수도 없는 새로운 재료에 의지하고 있다. 

필리핀이 설탕, 코코넛, 아바카, 목재, 담배 같은 상업 작물 생산에 집중했던 19세기 말 무

렵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이 수출작물 수송을 시작했고, 후에 이들은 증기기관 

선박을 들여왔다(1860). 마지막으로, 식민정권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은 해군 함대를 조직하

거나 교역상품을 생산 및 확보하여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대외 통상무역을 시작하는 등의 

대규모 사업에 착수하고자 하는 진취성과 자주성을 상실했다. 우리 민족이 현대적 해운기술

을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의 풍부한 해양 유산을 되살릴 뿐만 아니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

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북아구산 주 부투안 시 인근 리베르타드에서 이루어진 옛 유물 발굴 작업으로 발랑가이 8

척이 발견된 것을 계기로 전통선박 건조 기술을 부흥시키기 위한 몇몇 움직임이 일었다. 국

립박물관과 부투안 시 정부, 그리고 몇몇 개인들이 각종 자원을 동원하여 새로운 발랑가이를 

건조하고 지역 내 배목수를 육성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이는 우리 선조의 선박 제작 전통에 

대한 역사적 의식과 문화적 자부심을 고취한다는 점에서 칭찬할 만한 일이다. 

국내 배목수들이 우리 열도의 다양한 환경조건에 적합한 여러 종류의 배를 제작할 수 있도

록 훈련할 필요가 시급하다. 목재 선박에 필요한 원자재가 사실상 고갈된 현실을 고려하면 

새로운 자재에 대한 연구조사도 그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배목수 교육과 동시에 우

리 산림자원을 보충할 철저한 프로그램도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 여기저기에 해양학교 

70곳 이상이 있기는 하지만 그 교과과정은 승선 인력을 공급하고 뱃사람들이 선원으로 일할 

수 있게 준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생들에게 선박 건조나 다양한 선박의 수리 및 

유지·보수를 가르치고 훈련하려는 노력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선박 건조 능력은 몇몇 개

인이 모인 소규모 집단 차원에서 시도하고 있을 뿐이고, 술루-타위타위와 삼보앙가에서 만

나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은 거의 없거나 전무하다. 선박 건조 

교육은 삼발레스 주 수비크에 소재한 대한민국 한진중공업이나 세부 주 발람반에 소재한 일

본의 츠네이시 중공업, 역시 세부에 위치한 싱가포르의 케펠산업 같은 해외 다국적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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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동시에 해양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까지 제고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사

업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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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raditional boat building in our country Traditional boat building 
refers to boats and other watercraft mostly using wood and other locally-available raw materials in 
our archipelago. The fabrication and construction methods as well as their operation draw largely 
from long term indigenous experience in traversing the inland seas in Southeast Asia, the South 
China Sea (West Philippine Sea) and the vaster Pacific and Indian Oceans. Boat building technol-
ogy is part of the broader Malayo-Polynesian culture. The major components of this broad culture 
include the use of Austronesian languages, bilateral family structure, mutually-supportive clans 
and kinship groups that include maternal and patriarchal affines led by the most able chief. Most 
important feature of Malayo-Polynesian culture is boat building and sea faring that enabled them to 
disperse by 1,500 BCE from the core area in Southeast China, Taiwan, Malaya,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as far as the Madagascar to the west, east to Pacific Island Groups across the Pacific up 
to the offshore islands of Argentina in South America.

 Traditional boat building is still relevant to day in 2018 even though there are several 
modern shipbuilding corporations operating in our country such as Tsuneishi Heavy Industries 
Corporation in Balamban, Cebu (Japanese), and the Hanjin Heavy Industries Corporation in Subic, 
Zambales (South Korean). There are also more than 50 Filipino-owned shipping companies for 
passenger and cargo including many fishing and transport boats that are motorized. Most of these 
are imported second to third hand vessels. Traditional boat building is still very important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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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rchipelagic configuration of our country comprising more than 7,000 is lands, its 
location on the eastern edge of the Asian continent facing the vast Pacific Ocean have shaped our 
maritime culture. So important is the sea that our first social-political organization is called a baran-
gay named after a sea vessel balangay.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barangay even though the 
people are permanently settled on land is patterned after the strictures imposed on the ship crew. Ev-
eryone on board must work together efficiently as one, obeying and performing one’s task accord-
ing to the orders of the nakhoda, the ship captain. Naturally, once on land the strict discipline and 
unquestioned authority of the nakhoda aboard the ship became more lax. Nevertheless, maritime 
knowledge and skills as boat builders, navigators, acumen in the conduct of trade and commerce, 
apart from personal qualities of bravery and leadership were indispensable for acquiring high so-
cial-political status. Indeed, seafaring groups along the coastal areas like the Tausug of Mindanao, 
the Sugbu of Cebu, the Tagalogs in Luzon dominated the course of social-historical developments 
compared to the slower development of upland interior dwellers. The seafarers were better orga-
nized socially, politically with contacts overseas notably with the more advanced civilizations of 
Asia. Combes said that political power derived more from the possession of large fleet of boats, 
notably fighting vessels (prahu, prao, or kora-kora, cora-cora), warriors, and trade goods.” “Raja 
Buisan, father of Sultan Kudarat had 20,000 vessels from the village of Suaco in Burney.” “People 
from Butuan, Bohol, Basilan, Jolo thought of themselves as one people with the Borneans.” No 
wonder they were also called orang laut, people of the sea. (For more detailed discussion of the his-
tory of boat, ship building and maritime trade, see: Aurora Roxas Lim, “Ancient Balanghay, a Study 
of Filipino Seamanship and Maritime Trade,” paper and power point presentation delivered at the 
National Conference on Maritime Studies organized by the Ugnayang Agham Tao, October 22-24, 
2015, at Silliman University, Dumaguete City). 

 Variety of boats and ships were ubiquitous all over the archipelago and were the indis-
pensable technical means of seafaring people in trade and conquests. Francisco Ignacio Alcina (La 
Historia de las Islas e Indios Visayas, Madrid, 1668) and Francisco Combes (Historia de Mindanao 
y Jolo, 1667, Madrid 2nd edition 1897)) gave vivid descriptions of boatbuilding and seafaring ca-
pabilities of Filipinos. They built a variety of water craft from rafts, to dugouts (baloto, pangko), to 
large vessels with double outriggers called parao, prahu, or balangay. Combes admired the way the 
Orang Lutao (literally, people who float) built their boats that were designed for speed, maneuver-
ability even in reefs and shoals, and mangrove swamps. They were streamlined and lightweight that 
they could be carried off on land. These boats sail “like birds while ours are like lead.” The boats 

majority of our people. The complex geographical configuration of our archipelago composed of 
more than 7,000 islands and islets, with many of them are not yet thoroughly surveyed and mapped. 
Moreover, there are many coral reefs, shoals, cays, sand bars swamps, rivers, lakes, creeks, and ca-
nals not to speak of currents, changes of tides and water depths that await the surveyor’s precision 
instruments. All these geographical features require a great variety of water craft since larger motor-
ized vessels cannot navigate in many of these areas.

 The paper will describe and discuss the different boats that operated in our archipelago 
from ancient to modern times. It will discuss their structures, methods of fabrication, materials, their 
functions and use based eyewitness historical and ethnographic reports; archaeological evidence, 
with references to comparative materials from neighboring countries in Southeast Asia, India and 
China. 

 The paper will discuss the problems plaguing traditional boatbuilding technology the most 
notable being loss of natural raw materials – hard wood timber, rattan and other lianas, mangrove, 
caulking materials, the introduction and importation of new technology and most of all the demise 
of the older skilled shipwrights whose progeny no longer value the boatbuilding and seafaring cul-
ture of their forb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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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afaring capabilities of early Filipinos is corroborated by the discovery of seven ba-
langay in Libertad, near Butuan City in Northern Agusan Province, Mindanao. The boats were 
carbon dated from 320 AD while others date from 990 and 1250 AD. The structure of the boats 
conform with the typical Southeast Asian, specifically Malayo Polynesian boats that plied the 
Southeast Asian seas, the South China Sea, east to the Pacific, west to the Indian Ocean all the way 
to Madagascar at least by 1000 BCE They were sewn plank wooden boats built with hardwoods 
whose average length may be from 18 to 25 meters or more, fitted with one or more lateen sails or 
square lug sails tied on movable masts that can swivel to catch the winds. The mast or masts are 
secured on stiffened reinforced hull floor (the tabernacle) often double-hulled for ocean journeys. 
They had outriggers on both sides for stability. This latter feature is most characteristic of boats 
along the migration routes of Malayo-Polynesian people. On the Borobudur Temple in Magelang, 
Central Java which was built in the 8th to the 10th century, there are reliefs of boats that are similar to 
those excavated from Butuan. There had two the three tripod masts with square or lug sails, rudder 
and outriggers at both sides of the boat. More will be said about the structure of the balangay in the 
following paragraphs (For more detailed discussion of the excavated boats, see; Aurora Roxas-Lim, 
“The Historical and Cultural Significance of the Butuan Finds in Agusan del Norte,” paper present-
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hilippine Studies, National Museum, Manila, October 2014.

 Types of boats and ships may be classified according to functions such as simple floating 
platforms called payao balsa or raft. The balsa, raft are easily constructed from bamboo poles or 
logs tied together with ropes. They are buoyant in shallow water, are stable but slow-moving. They 
are often propelled by punting, using long bamboo poles stuck to the bottom of the river as fulcrum 
as the pole man thrusts the raft forward. Rafts can float on shallow preferably calm waters but pas-
sengers are constantly wet. Rafts vary from simple, make shift bamboo poles tied together by abaca 
ropes and rattan forming a flat matting that can be used on land and sea. Others are built up with 
double layers of bamboo or logs that make them sturdier and heavier. Make shift rafts can readily 
serve as emergency and rescue vessels during floods. Rafts that are fitted with walls and roofing are 
often called casco that are like floating house boats others are used as floating restaurants for guests 
as they cruise up and down the coast or river. They are useful conveyances along shores, mangrove 
swamps, coral reefs and shoals. Sometimes rafts are fitted with mast (tiang, taruk) and sail (layar, 
layag) to speed it up and ease punting. Sails are usually square or lateen that are hoisted up with 
ropes on movable halyards. More will be said about different types of sails in the later paragraphs. 

had wooden planks set horizontally edge to edge on succeeding tiers upon a long keel forming the 
hull. All the planks and keel were joined together without nails but were joined together by mortise 
and tenon; there after the planks were lashed together by abaca rope and rattan. Above the hull was 
flooring that served as a platform for the quarters of the crew and roofed by awning made of palm 
fronds. On each side were two rudders for maneuvering the boat and outriggers on both sides of the 
boat that ensured stability on rough seas. Combes overlooked the method whereby boats were made 
more or less impermeable by the insertion of fibrous materials into seams of longitudinal planks and 
sealed by the application of sealants using copal or dammar in Spanish almaciga a kind of resin 
from the hardwood Agathis Alba and A. Philippinensis Warb. 

 Francisco Leandro de Viana wrote sometime in 1720 a tribute to the Filipino seafarers 
despite the hardships they endured during the galleon trade (1565-1815). “There is not an Indian in 
those islands who has not a remarkable inclination for the sea, nor is there at present at all the world 
a people more agile in maneuvers on shipboard, or who learn so quickly nautical terms and whatev-
er a good mariner ought to know … They can teach many a Spanish seamen who sail in those seas 
… There is hardly an Indian who has sailed the seas that does not understand the mariner’s com-
pass, and therefore on this trade route there are some very skillful and dexterous helmsman… When 
placed on a ship from which they cannot escape, they fight with spirit and courage.” (William Lytle 
Schurz, The Manila Galleon, E.P. Dutton & Co. Inc. N.Y. 1939, p. 211) 

It was not unusual to encounter hundreds of boats of all types and sizes in the different har-
bors of the Philippine archipelago all the way to other ports of Southeast Asia. Naturally, terms used 
varied by boat type, function, location and dialects. Pigafetta in 1521-1522 witnessed fleets from 
Mindanao anchored in the Ternate harbor when the Spaniards met King of Gialolo. The Spaniards 
realized the close relationships between the peoples of Mindanao and the Moluccas (Blair & Rob-
ertson, The Philippine Islands, Vols. I & II, The Arthur H. Clark, Cleveland, 1906) Colin has this to 
say about the maritime orientation of early Filipinos.“They are really a maritime people for they are 
great fishers using net, line and corral. The people who live inland are excellent farmers and hunt-
ers.” So important was the sea to their lives that in death they preferred to be buried in boat-shaped 
coffins set on high cliffs overlooking the sea. The remains of the Bohol chief were placed in a boat 
then set out to the sea as if he were going on an ocean journey. The excavated Manunggal burial jar 
in Tabon cave Palawan demonstrate how early Filipinos viewed death as an ocean journey to the 
after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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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than 20-25 passengers are often called kumpit or basnig. Fishing boats called armadahan 
in Laguna de Bay, tapay-tapay in coastal areas of Mindanao, or tatayas in Batanes share many of 
the structural features of the lepa-lepa or sapit except for provision of fishing gear. 

The Philippine archipelago obviously is where fishing is a major industry. Fish is the ma-
jor source of protein in the Filipino diet and a large sector of the population derive their livelihood 
directly and indirectly from fishing. There are many kinds of fishing boats from simple banca or 
canoe for individual fishing using pole and line. For larger scale fishing, involving several fisher-
men, the fishing boat is provided with more complex fishing gear. Fishing gear include larger nets. 
Those as large as five meters in diameter are attached to long poles or booms as handles to lower 
and lift them up when there is a catch. Bigger commercial fishing boats that go out to the open sea 
have nets that can reach one kilometer in diameter whose edges are provided with flexible frame 
on which are attached hundreds of net sinkers. Most Batanes boats (tatayas) are not fitted with 
outriggers due to the many unchartered sea currents, stone outcrops and rocky shoreline. In Luzon 
up to the 1940’s fishing boats fitted with large nets that could by lowered and lifted from the water 
were called salambaw. Others were called bintol, basing, basanig, panak, tangkal, bintahan whose 
basic structure followed the balangay except that they had more rounded bottoms and had broader 
midsection in proportion to the length of the boat. Apparently the multiplicity of names of boats did 
not refer to the differences of structure of the vessel, but to the size of nets and how deep they could 
reach. Size of nets and the corresponding length of poles or booms corresponded to what were the 
intended catch. Smaller nets and shorter booms were meant to catch crabs, lobsters, and other mol-
lusks found in shallow waters. Tuna, anchovies, slip mouths, and other pelagic prey require larger 
nets and require longer booms. Modern day commercial fishing boats are generally motorized, with 
long booms that lower and lift large nets with cordage wound on spools using winches. In sum, 
fishing boats are some of the specialized vessels that readily adapt the most suitable technology. 
They are also equipped with impermeable boxes to hold ice to preserve their catch. 

 Passenger and cargo vessels usually have sails with double outriggers found in many parts 
of the archipelago. The pasaplap in Ilocos which is similar to the Bicol, seberen that go further out 
to sea. Passenger, cargo vessels, trading boats (curacao or biroco) can be the small sailboat called 
vinta, gharu or gharay in Sulu and Zamboanga or virrey (These terms are also used in the coastal 
areas of Luzon) These are similar to the larger sailboats called palari in Indonesia. It should be 
noted that Juan Palaris who led an uprising in Pangasinan and the Ilocos is named after this type 

Today some of the rafts have been transformed into or replaced by barges. Unlike rafts, 
barges are larger, heavier, sturdier floating platforms larger ones are made of steel that transport 
large amounts of non-perishable goods into shallower waterways, although many can traverse deep-
er waters in good weather and calm seas. Barges are now motorized and may be categorized as an 
entirely different type of watercraft from traditional wooden boats.

 The dugout boat or canoe is often called banca or sakayan meaning any watercraft in Lu-
zon and the Visayas. The shape and size of the dugout depends on the length and girth of the timber 
as well as its function. Small size timber serves as small canoes for moving in shallow waters along 
the shore, among coral reefs, shoals and swamps; many can be used for offshore fishing, pearl div-
ing and for sport that can be maneuvered by children. The other kind of floating platform is call cas-
co based on the same principle of a flat, stable foundation made up of joined bamboo poles or logs 
or a combination of both except that it is larger and provided with roof and walls to transport mostly 
bulk cargo in inland seas and rivers preferably in placid water. It is propelled by punting using long 
bamboo poles that boat men dig into the river bottom to spur the craft forward. Fleets of casco were 
the mainstay of transporting goods from the open sea into inland harbors and rivers up to the eve of 
World War II. Up to the 1940s casco transported agricultural crops like rice, sugar, coconut, abaca, 
tobacco, timber, bamboo, rattan, etc. from the provinces to Manila and brought back Luzon prod-
ucts and manufactured goods to the other islands.

 Based on the structural foundation of the dugout, there are boats usually 5-6 meters long 
by one and a half meters wide with roofs used as houseboats like the lepa-lepa (also called sapit) of 
the Bajau-Samal in Sulu-Tawi-Tawi and coastal area of Borneo, Sulawesi and nearby islands in In-
donesia. The lepa-lepa can be fitted with double outriggers (katig, katir) at both sides and with sails 
to traverse deeper waters for fishing, and transport of people and cargo. The dugout like most tradi-
tional wooden boats are also propelled by single or double blade paddles. Banca, batel, as well as 
sakayan are often applied to small cargo-cum passenger transport craft in inland seas. Larger ones 
that are fitted with two to three-masted sails its length could be as much as 18 to 25 meters long 
were called kapal (Tausug term) or sampan, champan, joanga indicating the influence of Chinese 
passenger-cargo ships that plied the region since the beginning of the common era (AD) (See: Jo-
seph Needham, Science and Civilization in China, Cambridge University Press, Vol. IV, 1971) The 
lanang type is like the kora-kora that were often armed with lantakas (cannon) to fight off pirates 
and other marauders. In the 20th century motorized transport-cargo vessels are more commod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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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also be outfitted with fishing gear although this requires major modification. It is sad to say that 
they are often harassed by the Philippine coast guard and accused of smuggling. When in fact, they 
said that they have been trading the inland seas in Southeast Asia long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They also said that the rigid territorial demarcation imposed by the 
western colonial powers should not automatically sever their long ethnic-cultural-economic ties 
with neighboring Southeast Asians. 

While introducing modern navigational equipment (marine diesel 150-200 hp engine, in-
struments like the compass, GPS, radio communications and maps), these group of boat builders 
continue the ancient boat building techniques based on the structural principles of the balanghay 
and the prahu. They continue to build plank built sewn wooden boats, reinforced ribs (tajang) tied 
to the side walls, equipped with rudders and oars as emergency propulsion if ever the engine mal-
functions. These traditional boat building techniques seem to have been lost to other boat builders 
(Aurora Roxas Lim, “Traditional Boat Building as Observed in Zamboanga, Sulu and Tawi-tawi,” 
Field Report Submitted to the Asian Center, and Center for Integrative and Development Studies, 
U.P. Diliman, 1989). 

The simplest water craft are rafts floating platforms made of joined bamboo poles used on 
rivers and on shores propelled by punting, using a long staff. Dugouts small boat shaped from a 
single log for one or two passengers propelled by paddles (sagwan, busay), while bancas are larger 
than dugouts carved out from one large log and built up with wooden planks usually up to 5-10 
meters long for fishing, passenger and cargo transport. In Mindanao, when fitted with sails they are 
called vintas. In coastal areas of Luzon they are called virrey or viray while they are called biroco or 
lorcha in the Visayas. 

The main technical features of a balanghay or prahu, prao used as trading vessel as well as 
war boats can be described as follows. First is the large, long keel (taddas, lunas) preferably shaped 
from hardwood; its length dictated by the length of the tree preferably with trunks that are straight 
without crooked knots. At the time when tall hardwood trees were still abundant, length of the keel 
could be as much as 20-35 meters long with diameter of one to two meters. Today, due to denuda-
tion of Philippine forests, the single long keel has been replaced with joined timber to lengthen the 
keel. Upon the keel, wooden planks (taphi, dinding) are joined together lengthwise edge to edge 
in succeeding tiers to form the hull whose height is proportional to the length of the keel usually a 
15-20 meter long boat by 3-4 meters wide (at the center-beam), its side walls (taphi) as high as 3-4 

of trading vessel. Similarly, Diego Silang who joined the British invaders against Spain in 1762-
1764 was a trader whose travels along the Ilocos coast was in defiance of Spanish monopoly in the 
production and sale of tobacco (O.D. Corpuiz, Roots of the Filipino Nation, Vol. I: 321, 503; Vol. 
II:496).

War boats usually called cora-cora, curacao, sometimes prahu, prao or parahu which 
were outfitted as war boats at the height of ocean long distance trade from the late 10th-18th,19th 
centuries. These boats were longer, stronger fitted with two to three masts and sails, provided with 
double outriggers at both sides where paddlers sat in rows to hasten speed. These were the war 
boats that confronted the European expansionists in the late 16th-19th century. Supported by smaller 
cargo, transport and supply boats they formed a flotilla or squadron that could easily congregate or 
disperse in accordance with the terrain as well as battle conditions. Spanish accounts described their 
long and protracted struggle to combat Mindanao-Sulu depredations in the coastal areas of Visayas 
and Luzon up to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he most notorious pirates and slave takers were the 
Iranun and Balangigi seafarers whose activities were part of the resistance put up by the sultanates 
of Maguindanao and Sulu (James Warren, The Sulu Zone and Cesar Adib Majul, The Muslims in 
the Philippines, 1974).

Boats are also classified according to level of technology. The best shipwrights are usually 
from Zamboanga Peninsula, Sulu-Tawi-Tawi and mostly from Sibutu due to its proximity of the 
latter island to the timber resources in Borneo. They are also the most active and innovative boat 
builders without any financial and technological assistance from the central government. Crews are 
usually mixed mostly composed of Bajau-Samal tukang (craftsmen from the Mindanao, Sulu, Ta-
wi-Tawi and Sabah), Tausug, Ilanun, and tukang from Bohol, Samar and Capul Island in San Ber-
nardino Strait can sometimes be encountered. They are the ones who fabricate the larger ocean-go-
ing prao, prahu or basnig most of them motorized (with 150-200 hp diesel marine engine) and 
equipped with navigational gear like compass, radio, and GPS. Capital for fabricating these large 
ocean-going vessels called basnig were often provided by ethnic Chinese merchants who operate in 
coastal areas of Southeast Asia. The total cost could reach up to 2-3 million pesos at the time of field 
research in 1983 and 1984 These basnig ply the inland seas of Southeast Asia exporting copra, sug-
ar, and other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from our country to ports in Indonesia, Malaysia up to 
Singapore and the Pacific Islands. On the return return trip, these vessels import timber and fuel oil 
from Tarakan, Borneo, and manufactured goods from other Southeast Asian ports. These large bo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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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izophoria speculata Blanco) is used for joinery, plugs for holes and orifices, spools and stays for 
ropes, stanchion etc. For roofing, our tropical humid environment offers a wide variety of thatch 
leaves of buri (corypha elata), nipa palm, (nipa fructicans). For binding boat parts and sails to mast 
the most remarkable is abaca (Musa textilis) hardy and resistant to salt water. Materials for tying and 
joining boat parts and rigging there are several tough creepers and vines notably rattan and yantok 
(Calamoidaceae tribe calamea).

Sails were made from tightly woven palm leaves reinforced on bamboo and rattan frame 
in successive tiers as skeleton (battens) like a folding fan or like venetian blinds. Cotton cloth sails, 
the most durable were made in the Ilocos region. The sail cloth (lug or square and tilted or canted) 
were set up on a on the one or three masts in diminishing sizes with the halyard (top) and the boom 
below which were mostly made of toughened bamboo poles which are lighter than hardwoods; still 
the latter are preferred due to their durability.

The complete boat however tightly built and sewn have spaces in between parts especial-
ly seams where planking are joined. Hence sealants or caulking must be applied. Almaciga, also 
known as Manila copal (Agathis alba) a natural resin from the sap of the tree is applied in conjunc-
tion with finely pounded fibers inserted into the seams to seal whatever openings remain. 

Why did the maritime skills of pre-Spanish Filipinos peter out in most of Luzon and the Vi-
sayas by the late 18th century? And why did it dwindle in Mindanao and Sulu? Obviously, Spanish 
colonial depredations stifled the previous maritime skills of our ancestors. First and foremost was 
military conquest that subdued most of our people and the most aggressive defenders of Luzon and 
the Visayas were either killed or co-opted to serve the colonial regime. Secondly, our ancestors were 
subjected to forced labor to build churches, convents, government buildings, roads, bridges and 
other back-breaking tasks. The most odious exactions on the people was conscription as workers in 
shipyards to build Spanish galleons for the Manila-Acapulco trade (1565 - 1815). Of more than 150 
ships recorded to have been built, at least 102 were built in our country. Some of the biggest and 
best equipped ships ever built at that time were the San Pablo and Santisima Trinidad that carried 
thousands of passengers and cargo. The Manila - Acapulco trade was the longest continuous navi-
gation ever conducted across the Pacific 20,000 miles to Mexico and back. In 1565 Andres de Ur-
daneta was able to find the best and safest route from the Philippines by riding the Kurushio current 
up north to the 38th parallel along the Japanese Pacific coast, then turn east across the Pacific to Cal-
ifornia, thence to Mexico. Filipino sailors and crew landed in California by 1587. While it can be 

meters, its draft about 2 meters (draft refers to that part of boat that is submerged in water, referring 
also to its displacement). Across the width of the hull, a series of ribs (tadjang) are shaped at regular 
intervals, each rib joined by mortise and tenon to the hull floor and side walls through knobs called 
tembuco which are drilled with holes through which abaca and rattan lashing is used to sew the ribs 
to the side planks. The hull bottom serves as the cargo hold. On top of the hull, flooring of wooden 
planks are laid which serves as flooring (lantai) upon which quarters for the ship crew (kubo) are 
provided and covered with palm roofing. On either side of the boat are outriggers (katig, katir) upon 
which rowers sit in rows while they paddle (busay, sagwan). As for rigging, large vessels would 
have as much as three masts (taruk) with main sail (layag,lamak) foresail (canted square. triangular 
or oblong) and jib usually made of cotton canvas in the late 17th century. The best sails were made in 
Ilocos up to the 18th century. In the olden days, sails could be made of tightly woven palm matting 
supported by battens that are like the ribs of a folding fan so that the sails can be furled or unfurled 
from the deck. Larger vessels had two to three masts with their corresponding sails, often square lug 
and tilted or canted with supporting sprit or jib sails to catch the wind. Boats were equipped with 
rudders (bansal, kemudi) fore and aft that could be lowered for easy maneuver or lifted in shallow 
water. Likewise heavy stone anchors (sauh, jangar) (later iron grapnels) could be lowered or lifted 
according to different circumstances. On war boats, there were as many as two sets of outriggers on 
both sides of the boat where paddlers sit in rows. There were separate platforms for warriors and for 
installing canons or lantakas.

What about the materials used on traditional boatbuilding? Foremost in importance are 
hardwoods which used to be plentiful in our archipelago up till the 18th century. Such hardwoods 
should be long, straight with no gnarled humps and knots. Wood that is resistant to sea water is most 
favored. Some of the most suitable for boat building for the mast, hull, side planking, ribs, and rud-
der are hardwoods such as: narra (Philippine mahogany) (Pterocarpus indicus); lawan (lauan) also 
called meranti several species of shorea negrosensis (red, brown-orange); golden red yakal (shorea) 
leavis); teak (tectona grandis, white teak (gmelina aborea); kamagong or ebony (diopyrus Blanco) 
very hard and dark brownish-black; apitong or kerung (dipterocarpus grandiflorus); tangile (shorea 
palysperma); molave (vitex parviflora); ipil (Intsia Bijuga Colebr.) are all indigenous Philippine 
hardwoods.

 For floors above the hull, softer wood were used such as bamboo, trunks of palms such 
as nibong or bayas (Onconsperma horridum, oncosperma tigillarum). Bakawan (Rhizophorace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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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 Asian countries. It remains to be seen if our people will take full advantage of modern shipping 
technology not only to recover but develop further our rich maritime heritage.

The excavations of the archaeological remains in Libertad, Butuan City in Northern Agusan 
that unearthed eight balanghay inspired several initiatives to revive traditional boatbuilding technol-
ogy. The National Museum, the Butuan City government, and several private individuals mobilized 
resources to build new balangay and train ship wrights in the province. This is laudable in so far as 
promoting historical consciousness and cultural pride in the ancient boat building tradition of our 
ancestors.

There is urgent need to train our shipwrights to build various types of boats suitable to the 
different conditions in our archipelago. Such training ought to include study and research on new 
materials considering that the raw materials for wooden boats have virtually been exhausted. Con-
comitant with training shipwrights is a thorough program in replenishment of our forest resources. 
Furthermore, although there are more than 70 maritime schools scattered in the country, the curric-
ulum focuses on manning ships and prepare seamen to serve as crews aboard ships. There is hardly 
any attempt to teach and train them in building boats, repairing and maintaining different types of 
boats. Boatbuilding capability is being undertaken by tiny enclaves of private individuals with little 
or no help from the government similar to those observed in Sulu-Tawi-Tawi and Zamboanga. Boat 
and shipbuilding training is being done by large foreign multi-national corporations like the South 
Korean Hanjin Heavy Industries Inc. in Subic, Zambales, the Japanese Tsuneishi Heavy Industries 
in Balamaban, Cebu and the Singaporean Keppel Industries also in Cebu. Local and Filipino-owned 
inter-island ships often use second to third hand vessels imported from Japan and South Korea due 
to the many incentives provided by the government such as provision of land and harbor facilities, 
five year tax holidays, exemption from import taxes on materials and equipment, guaranteed remit-
tance of profits and pliant labor. There used to be an active group of boat builders and repairers in 
Navotas up till 1980’s but due to lack of government support and disinterest by funding agencies 
they closed down. Banks often refrain from lending capital to boat builders and repairers but readily 
grant loans for building shopping malls and condominiums and acquiring cars. However, the type 
of housing being built by developers are too expensive that majority of Filipino workers cannot 
afford them. Privately-owned boatbuilding and repair companies that operate in Navotas, Batangas, 
and General Santos, Sarangani have difficulty in acquiring advanced technology and keeping well-
trained personnel; many of them left for better-paying jobs aboard foreign ships.

argued that native Filipinos conscripted to build galleons learned new ship building technology by 
incorporating western techniques, many of the conscripts were decimated. They were forced to pro-
cure timber from the forests, haul the timber to the shipyards in Bicol, Iloilo, Cavite, Marinduque, 
Masbate, Bagatao in Camarines, Pangasinan, etc.; serve as ship builders, ship crews and soldiers 
not only on the trading galleons but also in Spanish wars against the British and the Dutch. Many 
galleons were wrecked or were preyed upon by British and Dutch pirates. Moreover, the Spaniards 
established trade monopoly cutting off the former Filipino trade alliances with neighboring Asian 
countries and crippled native economy. Majority of the trade goods were luxuries for the elites of 
the Americas and Europe-varieties of silk stuffs, tea, porcelain, lacquer and other manufactured 
goods. Naturally, Chinese merchants amassed great profit from the trade. However, the Galleon 
Trade caused intolerable suffering of the native populations in the Philippines, Mexico and Peru. 
There were series of uprisings in the Philippines throughout the duration of the Galleon Trade. Min-
ers in Mexico and Peru rose in revolt in 1815 (See: Aurora Roxas Lim, “Peasant Uprisings during 
the Spanish Colonial Regime,”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in Celebration of the Founding of 
the Katipunan, July 7, 1985 at the School of Labor and Industrial Relations, U.P. Diliman). 

At the same time, people in Mindanao and Sulu had to spend much of their talent, energy 
and resources fighting Spanish aggression while they tried to circumvent Spanish embargo by turn-
ing south and southeast to their allies in Malaya-Indonesian archipelago. Western invasion of South-
east Asia led to the breakdown of political structures that formerly provided order in intra-Asian 
trade in the region. 

The monopolistic trade policy imposed by the Western colonial regimes not only sup-
pressed local and regional trade that spawned what most western writers called “illicit trade and pi-
racy” Moreover, the denudation of our forests for hard woods and other vital resources diminished 
boat building activities in Luzon and the Visayas. Contemporary boat builders have resorted to the 
use of new materials like marine plywood, fiber glass and aluminum that are more expensive and 
beyond the reach of local boat builders and fishermen. By the late 19th century when our country 
engaged more intensively in the production of commercial crops like sugar, coconut, abaca, timber, 
tobacco transport of export crops were undertaken by foreigners mainly British and Americans 
who later introduced ships powered by steam engines (1860). Lastly, the people having been bred 
under colonial regime lost their initiative in undertaking large enterprises such as organizing naval 
fleets, production and procurement of trade goods to mount overseas trade and commerce with 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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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hilippine government established the Maritime Industry Authority (MARINA), an 
agency in the mid 1970’s which is supposed to initiate and supervise a comprehensive program 
to improve our shipping industry. However, the agency merely serves as a licensing and manning 
agency. So far most of the staffs have no technical expertises and experiences and experience in 
marine science, naval engineering and related disciplines. There seems to no effective coordination 
with the Philippine Coast Guard, the Philippine Ports Authority, the Weather Bureau, the National 
Mapping Authority (NAMRIA) much less oversee and supervise the quality of boats, ships and 
maritime training schools. This latter function has been delegated to the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CHED) however this agency like MARINA does not have the necessary expertise and 
experience in maritime deep awareness 

Our government has to take more decisive and effective measures to ensure that we train 
competent seafarers, boat builders and repairers. Our country can learn from Japan, South Korea 
and China who continuously upgrade their shipping industries. We can start first by forging joint 
ventures with the technologically advanced countries with prerequisite transfer of technology, 
training of local workers and establishing workshops to maintain and fabricate not only spare parts 
but also the machinery themselves. Our government under the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 (NEDA) should establish a comprehensive and coordinated program to ensure that the 
thousands of island of our country are safely linked together by durable, safe, cost-effective and 
environmentally safe boats, ships, piers, wharves, harbors, light houses, fish ports and supporting 
infrastructure not the least foster deep awareness of maritime culture among our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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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리에너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

전통선박 및 항해술 워킹그룹 조정관

초록

‘피니식(Pinisi)’은 ‘술라웨시 스쿠너(Sulawesi schooner)’를 이르는 이름으로 약 30년 

전부터 인도네시아 항해문화 유산을 이르는 고유명사가 되었다. 그러나 2017년 인류무형문

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종목은 유형의 선박인 피니식이 아니라 피니식을 건조하는 술라웨

시 섬의 콘조(Konjo) 부족 장인이 보유한 정교한 선박 건조 전통이었다. 피니식은 전통적으

로 레모-레모(Lemo-Lemo), 아라(Ara) 및 비라(Bira) 마을에서 주로 제작되었지만, 오

늘날에는 세계 최대 목선 조선장이 있는 타나 베루(Tana Beru)가 그 중심지가 되었다. 

먼저 선체 뼈대를 만들고 판재로 감싸는 서양식 건조 방식과는 대조적으로 술라웨시(Su-

lawesi) 장인들은 판재를 연결하여 외부 구조를 제작한 다음 그 안에 선체 뼈대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선박을 제작한다. 이러한 전통적 건조 방식은 선박의 형태, 크기 및 구조적 특정을 

지정하는 정교한 도면을 바탕으로 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러한 양식의 역사와 중요성에 대

해 논의하는 한편, 술라웨시 선박 건조 전통을 위협하는 사회·생태학적 문제를 개략적으로 

다룬다. 또한, 이러한 지식체계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접근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현재 어

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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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피니식 선박과 그 호칭은 해양문화 전통의 중요한 측면을 드러낸다. 

무엇보다도 배가 가장 국제적이다.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오래전부터[…] 배는 다른 나라로 이동하

는 데 이미 적합한 수단이었다. 교류를 통해 문화가 서로 뒤섞이는 상황에서 선박 자체도 필연적으로 영

향을 받았다. […] 대부분 그런 종류의 도입은 일상적인 개념의 교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 그리고…] 

세계 역사의 모든 단계마다 외래 방법을 의도적으로 수용하는 사례는 많았을 것이다.５)

오늘날의 로맨틱한 형태의 피니식 탄생은 18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말레이시아 전통

에 따라６) 당시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트렝가누주(Terengganu) 통치자인 술탄 바긴다 

오마르(Baginda Omar)가 현지 여성과 결혼해서 정착한 유럽인에게 가장 현대적인 서양 

선박과 유사한 배를 제작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렇게 궁중 스쿠너가 탄생했고 피나스(pi-

nas)라는 새로운 항해용 선박의 원형이 되었다. 그 선박과 마틴 페로(Martin Perrot)라는 

프랑스인인지 독일인인지 모를 선박 제작자는 1846년 영국 해군 장교에 의해 목격되었고, 

당시 프랑스와 독일에서 중소형 항해용 선박을 ‘페니체(peniche)’ 또는 ‘피나세(pinasse)’라

고 불렀다는 사실에 미루어 여기서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추측할 수도 있다. 

그러나 확실히 피니식의 원형이 단 하나의 선박에서 비롯되지는 않았다. 18세기 초에 이

미 유럽 동인도 회사들이 아시아 내 무역을 위해 현지 조선소에서 유럽식 용골을 제작했고 따

라서 새로운 기술과 관행이 꾸준히 소개되었다. 그 결과 지역 조선소는 현지식과 서양식을 

결합한 다양한 하이브리드 선박을 건조하기 시작했다. 1800년대 초에는 이들 중에서 특히 

토프(toop)가 인기였다. 유럽식 선체에 전통적인 직사각형 돛인 탄자(tanja)를 다양하게 변

형시켜 장착한 형태였다. 탄자는 거대 불교사원 보로부두르(Borobudur)가 만들어진 8세기

５)　 �로튼,�레너드�G.�카�(2011�[1925]):�『오래된�선박-선수와�선미Old�Ship�Figure-Heads�and�Sterns』.�New�York�[London]:�Dover�
Publications�[Halton�and�Truscott],�pgs.�1-2.

６)　 �다음과�버전의�이야기는�다음을�참조.�깁슨-힐,�칼�A.�2009�[1953]:�‘트렝가누주�페라후�피나스의�기원(The�Origin�of�the�
Trengganu�Perahu�Pinas)’.�발로,�H.S.�(편집)�말레이시아의�보트,�선박�건조�및�낚시(Boats,�Boatbuilding�and�Fishing�in�Ma-
laysia)�[Journal�of�the�Malayan�Branch�of�the�Royal�Asiatic�Society,�26�(1)],�Kuala�Lumpur:�Malaysian�Branch�of�the�Royal�
Asiatic�Society,�pgs.�172-174�[206-10]에서�발췌.�롱게,�로하니�2009:�‘1972-2005�트렝가누�강�하구의�선박�및�선박�건조�업
데이트(Update�on�Boats�and�Boat-Building�in�the�Estuary�of�the�Trengganu�River,�1972-2005)’.�발로,�H.S.�(편집)�Boats,�
Boatbuilding�and�Fishing�in�Malaysia.�Kuala�Lumpur:�Malaysian�Branch�of�the�Royal�Asiatic�Society,�pgs.�338-365에서�발췌.

본문

2017년 제12차 2003년 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피니식(Pinisi): 남부 술라웨시 선박 건

조기술’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등재가 결정되었다. 이는 등재신청을 위한 첫걸음을 내

디딘 지 3년 만이었다. 기나긴 과정이었고 그렇게 오래 걸린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유산의 주제와 해양문화유산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해 사이에 관련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피니식이라는 실제로 존재하는 유형의 항해용 선박이 아니라 선박의 건조와 항해를 가

능하도록 이끄는 지식체계가 세계무형문화유산이 되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과거 5000년 동안 도서부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살았던 동시대인들이 바다에 나가는 

데 필요했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도록 한 지식이자 이곳 해양 환경의 식민지화

를 가능하도록 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왜 ‘피니식’이어야 하는지 의문이 떠오른다. 엄밀하게 말해 피니식은 지금은 사실

상 사라진 항해용 선박을 지칭하지만, 인도네시아 일반대중에게는 인도네시아 군도의 해양

문화의 전통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불분명한 발음으로 다양한 스펠링으로 표기되는 피니식

은 지난 20여 년 동안 군도에서 전통선박 임대업의 호황을 알리는 데 널리 이용되었다. ‘피니

식 향료 무역선이 인도네시아 군도를 오가던 시절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낭만을 제시하며１) 피

니식과 거의 흡사한 선박과 함께한다고 광고한다. ‘인도네시아 고유의 유산’２)과 자신들을 연

관시키고자 한 기업, 쇼핑몰 및 호텔이 사용하는 문구로, 현대식 요트 사진과 함께 실렸다.３) 

일반대중은 피니식이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유입되었다는 사실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처럼 보이지만, 이런 실수는 다소 간단한 이유로 설명된다. 선박은 “산업혁명 이전에 정기적

으로 제작되던 가장 복잡한 인공물”로,４) 지상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선박의 기술적 

업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투자를 해야 하고 특히나 여러 가지 기술적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와 개념도 다소 낯설기 때문이다. 

１)　 <https://www.ultimatebali.com/indonesian-yachts/mantra/>,�2018-08-04�최종�접속.�

２)　 <https://www.tokopedia.com/phinisiwear>,�2017-03-17�최종�접속.

３)　 <http://www.phinisihospitality.com/about-phinisi-hospitality/>,�2017-03-24�최종�접속.

４)　 �기빈스,�데이비드�&�아담스,�조나단�2001:�‘난파선과�해양�고고학(Shipwrecks�and�Maritime�Archaeology)’.�World�Archaeol-
ogy,�32�(3):�279-91;�pg.�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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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초에는 식민지화를 위한 각국 해군을 비롯해 유럽, 아랍, 인도 및 중국 무역회사

가 군도로 진출함에 따라 서양식이지만 현지에서 제작되는 스쿠너의 수가 꾸준히 늘어났다. 

계절풍을 타고 항해하는 파라후(perahu)를 쉽게 앞지를 수 있는 선박을 두고 군과 상업계

가 벌이는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것을 현지 선원들은 느꼈을 것이다. 1830년대 초에는 

해적이 스쿠너가 장착된 돛을 단 선박８)을 타고 말라카 해협에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고 이미 

1850년 전에 돛대가 두 개인 유럽식 쌍돛대 무역선과 멀리 떨어진 탈리아부(Taliabu) 섬

을 방문하기 위한 소형 스쿠너 2대의 제작을 의뢰했다는 술탄 테르나테의 이야기가 있다.９) 

1850년대에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서부 지역에 거주하는 현지 선장과 무역업자가 소유

한 피나스, 페니쉬(penisch) 및 피네스(pinies) 등 셀 수 없이 많은 새로운 형태의 선박이 

신문과 항만관리자의 목록에 올랐다. 그러나 동시대 자료에서 이들 선박이 남부 술라웨시와 

관련이 있다는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내가 기억하는 바에 따르면 진정한 술라웨시 피니식

을 기록한 자료는 20세기가 넘어서야 등장한다.１０) 다소 근거가 없지만, 일반 대중의 이야기

는 아라와 레모-레모에서 선박 건조 전통을 계승한 콘조 부족 장인이 수 세기 전에 ‘피니식’

을 만들어 냈다고 주장한다.１１)

그렇다면 ‘피니식’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남부 술라웨시 선원과 선박 건조 장인

들에게 피니식은 돛과 돛대, 이들을 이어주고 움직이도록 하는 돛줄로 이루어진 범장을 지

칭할 뿐 그 이상은 아니다. 피니식을 장착한 선박은 돛대 2개에 7~8개의 돛을 달고 있으

며, 그 구성 방식은 국제적인 항해 용어로 스쿠너 케치(schooner-ketch)와 유사하다. 선

체의 중심선을 따라 놓인 돛대 2대에 모두 종범(fore-and-aft sails)을 달아서 ‘스쿠너

(schooner)’이며, 선미 쪽 돛이 선수의 돛에 비해 다소 짧기 때문에 ‘케치(ketch)’라는 명칭

８)　  로간,�J.R.�(편집)�1849-1851:�‘인도네시아�군도의�해적�행위�및�노예�매매(The�Piracy�and�Slave�Trade�of�the�Indian�Archipel-
ago)’.�Journal�of�the�Indian�Archipelago�and�Eastern�Asia,�3;�4;�5:�581-8,�629-36;�45-52,�144-62,�400-10,�617-28,�734-
46;�374-82;�및�4:�402.

９)　 �하트�C.�반�데르�1853:�Reize�rondom�het�Eiland�Celebes.�'s�Gravenhage:�Koninklijk�Insituut�voor�de�Taal-,�Land-,�en�
Volkenkunde�van�Nederlansch-Indië,�pg.�119.

１０)　 뷰렌,�L.�반�1917:�‘De�Prauwvaart�van�Celebes’.�Koloniale�Studien,�1,107-116;�2,�329-339.참조

１１)　  <http://wisatadimakassar.blogspot.com/2013/08/asal-mula-phinisi-sulawesi-selatan.html>;�<http://geminininiek.blog-
spot.com/2014/01/pinisi.html>;�및�<http://kpmbbira.blogspot.com/2012/05/sejarah-phinisi.html>�참조.�2018-08-04�
최종�접속.

부터 사용된 인도네시아 돛이다(그림 1).７) 

<그림 1> 위: 서양식 토프(toop) (파리, 프란시스코 에드몬드, Essai sur la construction navale des peuples extra-europeens. Paris: 

Arthus Bertrand, pl. 88). 아래: 보로부두르에 묘사된 탄자를 장착한 선박(사진: 호스트 H. 리에너, 2016)

７)　 �해당�정보와�다음�내용에�대한�출처는�다음과�같다.�리에너,�호스트�H.�2016:�‘Beberapa�Catatan�akan�Sejarah�Pembuatan�
Perahu�dan�Pelayaran�Nusantara’.�Konferensi�Nasional�Sejarah�X,�Jakarta.�<https://independent.academia.edu/HorstLieb-
ner/catatanakansejarahpembuatanperahunusantara>에서�구독�및�---�2018:�‘‘Pinisi’:�Terciptanya�Sebuah�Ikon’.�Dr.�에드워
드�포에링고망�기념�강연회(Memorial�Lecture�Dr.�Edward�Poelinggomang),�Universitas�Hasanuddin,�Makassar.�<https://
www.academia.edu/35875533/Pinisi_Terciptanya_Suatu_Ikon>에서�구독

2018 해양 실크로드 무형유산 국제학술대회210 211선박, 항해 그리고 사람 Session 02 사례발표 05.  피니식(Pinisi): 서부 오스트로네시아 선박 건조기술의 정교함

http://kpmbbira.blogspot.com/2012/05/sejarah-phinisi.html
https://independent.academia.edu/HorstLiebner/catatanakansejarahpembuatanperahunusantara
https://independent.academia.edu/HorstLiebner/catatanakansejarahpembuatanperahunusantara
https://www.academia.edu/35875533/Pinisi_Terciptanya_Suatu_Ikon>에서
https://www.academia.edu/35875533/Pinisi_Terciptanya_Suatu_Ikon>에서


따라서 기술적인 용어로써 피니식은 이와 같은 돛 구조의 사용을 말하며 선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와 같은 돛을 장착한 술라웨시 선박이 서양 기술을 차용했다고 앞서 간간이 

언급했지만, 피니식 범장의 디테일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서양의 것과는 다르다. 가령 메인세

일(mainsails)은 돛대 위에 고정된 원재를 따라 커튼처럼 펼쳐지는 데 이는 개프와 함께 위

로 올려지는 전형적인 서양 스쿠너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개프와 돛을 연결하는 방식도 서

양 배와는 비교할 수 없다. 이러한 진전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돛과 원재를 다

루기 위해 사용하는 돛줄 대부분은 탄자 범장에서 유사한 기능을 하는 돛줄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어떤 범장을 장착했는지에 따라 선체의 이름이 달라지며, 이는 범장의 사용 목적, 형태, 

제작 과정에서 비롯된다. 범장인 팔라리(palari)는 달린다는 의미의 ‘라리(lari)’에서 이름이 

유래되었으며, 전통적으로 팔라리에 가장 적합한 선체는 종범장치의 추진력을 이용할 수 있

도록 선두가 좁고 날렵한 형태를 갖는다. 그 밖에도 둥근 모양의 파데와캉(padewakang)

을 언급하는 자료도 있다. 파데와캉은 술라웨시 스쿠너의 일종으로 지난 수 세기 동안 탄자

(tanja) 돛을 장착해 ‘들어 올리는’ 힘을 이용한다.１２) 엔진 동력을 사용하는 현대에는 엔진 장

치와 중앙부에 키를 장착할 수 있도록 선미를 사각형으로 만든 선체, 즉 람보(lambo)가 탄

생했고 관광업계의 임대 선박과 마지막 남은 목재 운반선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선박의 명칭

과 문제는 이들이 모두 수 세기에 걸친 전통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파데와캉이라는 명칭

은 “3000~6000년전에 [사용되었던…] 배를 이르는 고대 오스트로네시아어일지 모르는 ‘와

카(waka)’ 또는 ‘왕카(wangak)”에서 유래했을 수도 있다.１３) 현대식 람보는 서양식 중앙의 

단일 키 이외에도 고물 양측에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긴 러더 블레이드(rudder blade) 2개

가 장착되어 있다. 이는 보로부두르 사원에는 돋을새김으로 묘사된 항해용 선박과 같다. 또

한, 끊임없이 발전하는 요소도 있다. 오늘날 묘사되기로는 트렝가누 피나스는 전통 기술을 

이용해 서양 괘속 범선의 선체를 작게 복제한 형태였는데, 20세기 초에 스쿠너 범장에서 중

１２)　 �뷰렌�1917�op.cit.,�Nooteboom,�C.�1940:�‘Vaartuigen�van�Mandar’.�Tijdschrift�voor�Indische�Taal-,�Land-�en�Volkenkunde,�
80:�22-33.

１３)　 �도런,�에디윈�Jr.�1981:�『왕카,�오스트로네시아�카누의�기원Wangka:�Austronesian�Canoe�Origins』.�College�Station:�Texas�
A&M�University�Press.,�pg.�19.

을 얻는다(그림 2). 

<그림 2> 위: 1915년경 항해 중인 피니식을 장착한 팔라리(K”ITLV 소장, 라이덴, #32691 ). 아래: 돛대에 고정된 스탠딩 개프(standing 

gaff)가 보이는 돛을 편 팔라리. ca. 1924( Wereldculturen 소장, TM-10010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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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판재를 이용해 뼈대를 감싼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식민지 시대에 이미 도서부 동남

아시아의 선박은 외부 틀을 먼저 건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선박의 판재를 결합해서 외

부 틀을 먼저 만든 다음 내부 뼈대를 끼워 넣는 방식이었다.１８) 따라서 외관을 먼저 조립하는 

선체의 형태와 선들은 판재의 모양으로만 유추해야 한다. 가능하면 필요한 경우 판재를 형태

에 따라 구부려서 사용하고 기하학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짧은 판재를 이어 

붙여야 한다. 민속지학적 자료에 따르면 대형 선박의 경우에는 복잡한 조립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판재 양식’이라고 부르며, 선체 외부 판재의 위치, 길이 및 모양을 결정한다.１９) 선박이 

좌우 대칭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현과 좌현의 상응하는 위치에 적합는 판재 한 쌍을 같은 목재

에서 잘라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19세기 여행자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대형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판재 한 쌍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 한 그루 전체가 사용된다. 

적당한 길이로 자른 다음 같은 크기로 세로로 절단한다. 두께가 같도록 도끼를 이용해 깎아내서 판재를 

만든다. 각 판재의 중심선을 따라 일련의 돌출 부위를 남겨 두는 데 3~4인치 높이로 너비와 길이는 동

일하게 한다. 이들 돌출 부분은 선박 건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다.２０) 

문헌에서는 탐부쿠(tambuku)로 언급되는 판재 중심선을 따라 위치한 ‘돌출부’는 ‘돌출부 

래싱 고정 방식(lashed-lug)’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적어도 150년 전 고고학 및 민속학 자

료에서 충분히 입증되었고 의심할 여지 없이 “고대 동남아시아, 구체적으로 말레이의 선박과 

연관”이 있다.２１) 판재의 이음매 및/또는 가장자리에 끼운 장부못을 따라서 판재 내부에서 가

장자리로 낸 구멍을 통해 연결하는 방식으로 판재를 서로 결합한다. 그런 다음 판재 제작 과

１８)　 �두�가지�접근법에�대한�자세한�논의는�다음�참조.�리에너,�호스트�H.�2014:�치르본의�사리엔:�자바해에서�잃어버린�10세
기�무역선(The�Siren�of�Cirebon:�A�Tenth-Century�Trading�Vessel�Lost�in�the�Java�Sea).�박사�논문,�University�of�Leeds,�
<http://etheses.whiterose.ac.uk�/6912/>,�pgs.�235ff;�및�여기서�언급하는�기타�출처.�

１９)　 해당�양식에�관한�다양한�출처는�다음�참조.�리에너,�호스트�H.�2014�op.cit.:�235,�fn.77.

２０)　 월리스,�알프레드�1962�[1890]:�『말레이�군도The�Malay�Archipelago』.�New�York:�Dover�Publications,�pg.�321-2.

２１)　 �망갱,�피에르-이브�2009:�푼줄하르조의�선박�유물:�예비�보고서(The�Boat�Remains�of�Punjulharjo:�A�Preliminary�Report).�
Paris:�Ecole�française�d'Extrême-Orient,�pg.�4.

국에서 유래된 배튼-러그 세일(batten-lug sail)의 말레이식 스타일로 변화했다. 이러한 

전통은 편리하고 효율적인 이동 수단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혁신도 수용하고자 하는 선장

과 조선공이 주도했으며, 전통이 살아 있는 곳에서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조선업에는 무조건 

전통에 따르기보다는 혁신을 이루고 그럴 의지가 있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１４) 

무형문화유산목록에 등재된 지금 우리가 보호해야만 하는 ‘진정한’ 전통은 어디에 있는가? 

먼저, 가장 복잡한 인공물에 해당하는 선박을 제작하는 일은 가장 큰 부품에서 사소한 부품

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전체 속에서 각자가 제 역할을 하는 균

질한 집합체를 만드는 작업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１５) 성공적인 선박 제작을 위해서는 ‘선

박 건조 장인은 선박의 크기와 구조는 물론 제작될 선박의 자세한 선들과 형태를 사전에 머릿

속으로 구상하는 ’머릿속 설계도(mental template)‘를 그리고 그 위에 세워봐야 한다.１６) 이

것은 진정으로 무형의 개념으로, 직선과 직각으로 표현할 수 없는 3차원의 조화로운 형태를 

만들어 내는 작업은 상당히 복잡한 일이다. 기본적으로 선체를 제작하는 기초적인 접근법에

서 가능한 해결책을 결정할 수 있다. 여기가 남부 술라웨시에 현존하는 선박 건조 전통에 내

재된 독창성으로 주로 인정받는 차이점을 만날 수 있는 부분이다. 18세기 목격자가 이미 언

급했듯이 “술라웨시 선박 건조 장인은 파두아칸스(paduakans)이라는 쾌속 범선을 제작하

는 데 장부못으로 판재를 단단히 연결해서 외부 틀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야] 골조를 판재 끼

워 넣는다[…]. 유럽에서는 반대로 먼저 골조를 세운 다음 여기에 판재를 붙인다.”１７) 

따라서 적어도 근대 초기 이후의 서양 전통에 따르면 용골을 따라 수많은 ‘지점’에서 곡재

를 끼워 맞추는 방법을 기본으로 선체의 전체적인 틀을 만든다. 그런 다음 되도록 미리 자르

１４)　 �냅,�게리트�J.�1996:�『천해,�밀물:�1775�자와의�해상운송�및�무역Shallow�Waters,�Rising�Tide:�Shipping�and�Trade�in�Jawa�
around�1775』.�Leiden:�KITLV�Press,�pg.�149.

１５)　 �포미,�패트리스�2011:�‘선박�정의하기:�건축,�기능�및�인간�공간(Defining�a�Ship:�Architecture,�Function,�and�Human�
Space)’.�캐츠샘비스,�A,�포드,�B.�&�해밀턴Hamilton,�D.L.�(편집)�The�Oxford�Handbook�of�Maritime�Archaeology.�New�
York:�Oxford�University�Press,�pg.�26.에서�발췌

１６)　 �크럼린-페데르슨,�올레�&�올센,�올라프�(편집)�2002:�더�스쿨델레우�배:�지형,�고고학,�역사,�보존�및�전시The�Skuldelev�
Ships:�Topography,�Archaeology,�History,�Conservation�and�Display.�Roskilde:�Viking�Ship�Museum�and�the�National�
Museum�of�Denmark,�pg.�231.�

１７)　 �스타보리너스,�요한�스프린터�[&�윌콕,�새뮤얼�H.,�번역,�편집]�1798:�동인도로의�여행Voyages�to�the�East-Indies.�London:�
G.G.�and�J.�Robinson;�II,�pgs�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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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부코는 극히 오스트로네시아적인 선박의 용골(dugout)２２)에서 확인된다. 이는 돌출부가 

아우트리거 선박의 초기 발전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며, 오스트로네시아가 세

계 해양문화유산에 기여한 부분이기도 하다.２３) 

근대 초기에 이르러 ‘래싱(lashing)’이 장부못을 이용해 뼈대를 직접 선체 판재에 직접 결

합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피니식 범장의 전파 경로와 마찬가지로 이 과정도 말

레이 반도 서부에서 동부로 진행된다. 논의의 대상이 되는 레모-레모와 아라 지역의 술라웨

시 장인, 주민 및 지역에서는 ‘돌출부 래싱 고정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지

만 좀 더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작된 선체의 용골에 작은 돌출부를 표시하며 이를 콘조 부족어

로 ‘탐부구(tambugu)’라고 부른다. 탐부구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로앙(roang)과 더불어 

탐부구는 선박 건조에 사용되는 판재의 배치 방식을 나타내며, 판재를 결합시키기 위해 사용

하는 수백 개의 장부못 위치를 결정하고, 어떤 유형의 늑골 빼대가 삽입될지 그 위치를 보여

준다. 이렇게 만들어진 배치는 판재를 결합시키는 장부못과 늑골 뼈대를 외부 판재 틀에 단

단하게 고정되는 부분이 서로 중첩되지 않도록 막고 판재와 판재, 판재와 뼈대, 각각의 장부

못으로 연결되는 부분들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다(그림 4). 

로앙 (roang)

로앙 (roang)

탐부구 (tambugu) 

탐부구 (tambugu) 

２２)　 노트붐,�C.�1932:�De�Boomstamkano�in�Indonesie.�Leiden:�N.V.�Boekhandel�en�Drukkerij,�passim.�참조

２３)　 �이�내용�및�다음�사항은�다음을�참조.�리에너,�호스트�H.�2016:�‘Catatan�akan�Sejarah�Pembuatan�Perahu�dan�Pelayaran�
Nusantara’.�Bedah�Sejarah�Armada�Nusantara,�Jakarta,�slides�82ff에서�발표.�<https://www.academia.�edu/35282364/
Perahu_Nusantara_-_sebuah_presentase_bagi_Menko_Maritim_November_2016>;�리에너�2014�op.cit.:�230ff�및�and�여
기서�언급하는�기타�출처.

정에서 남겨 둔 돌출부에 늑골 뼈대를 고정시킴으로써 외부 틀을 강화한다(그림 3). 

래싱 (Lashings)

탐부쿠 (Tambuku) 

<그림 3> 도식적 표현. 위: 탐부쿠 돌출부가 있는 판재 제작 과정. 아래 : 돌출부 래싱 고정 방식(호스트 H. 리에너, 20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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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응하는 선형은 10세기 중반에 건조된 난한/치르본 난파선을 통해 자세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유일한 래싱 고정 방식 적용 선박에서 다음과 같이 재현될 수 있다. 

선체의 중앙 늑골 뼈대에서 선수, 선미의 측점까지의 길이를 통해 추론한 수많은 고정 길이

를 수치 분율하여 세밀히 배열하여 탐부구 ‘측점’의 위치를 정한다. 그 결과 중앙 선수부와 선

미부에서는 길이가 ‘늘어나고’, 선미재에서는 상당히 짧아진 패턴이 나타났다(그림 5).２４) 

탐부구는 선미쪽에서 

다소 길어진다

탐부구는 앞의 

뱃전판에서는 

판재로 대체된다

<그림 5> 선형 ‘만들기’: (위) 타타 탈루 형태(tatta tallu pattern), 오늘날의 콘조 부족 선박건조자. (아래) 난한/치르본 난파선(960년 

경)을 근거로 재현(Horst H. Liebner, 2014, 2018).

２４)　 리에너,�2014�op.cit.:�262ff.

건조 중심점
(Constructional Centrepoint)

판재 사이의 장부못 배치
(Placement of dowels in 

Between Planks)

늑재 (Futtocks)

바닥재 (Floor Timbers)

판재 수평 연결부
(Plank butts) 

<그림 4> 상: 타타 탈리 제작 계획도. 하: 다양한 구조 부재의 배치(호스트 H. 리에너, 2014, 2018)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러한 제약이 지키지 않으면 선체의 구조적 건

전성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분명 탐부구는 선박 건조에 있어 동남아시아의 고도로 전문화된 

기술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요소임이 틀림없고, 그 역사는 오스트로네시아 선박 건조의 시작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러한 배열은 보다 추상적인 개념에 따른 것이다. 다수의 ‘전통적인’, ‘서양식’ 접근법과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는, 콘조 부족어로 포식(possiq), 즉 다소 길게 늘린 중앙쪽 로앙에서 

발견되는 배의 ‘배꼽’이란 뜻의 중앙선에 따라 결정된다. ‘탐부구/로앙’ 단위는 판재의 길이와 

위치를 결정하는데 포식 로앙을 제외하고 선수와 선미까지 각각 개수를 ‘센다’. 탐부구/로앙 

단위와 관련 표식은 용골과 골재에서 그 간격이 동일하지 않지만 형성되는 패턴을 보면 선미

부와 선수부에서는 그 길이가 늘어나는 데 반해, 짧은 선미재에서는 측점(station) 사이의 

간격이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선수부와 선미부의 서로 대응하는 측점에서 동일한 길이

의 양끝을 따라 곡선을 그려나가면 결국 둥근 선미와 뾰족한 선수의 선형이 만들어진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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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경영에 관한 최신 이론의 주요 요소를 함축하기도 한다.

오늘날 술라웨시에서 가장 활발한 선박 건조의 중심지는 타나 베루로 세계 최대 규모의 목

선 조선장일 것이다. 언제 보더라도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선박과 각 건조 단계에 있는 선박

들이 마을 해변을 따라 2km에 걸쳐 줄지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곳에서 수백 명의 일

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하지만 이곳을 방문한 이들이 앞서 설명한 설계에 따라 제작된 선박

을 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 따라 건조되던 선체는 경쟁력 높은 엔진과 화물 

수용량의 확대를 요구하는 수요에 발맞춰 1970년대 말 이후 점차 사각형 선미의 람보나 모

터록(motoroq) 어선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러한 선박들 대부분은 여전히 판재를 우선시하

면서 제작되지만, 전체 설계의 변화와 연계되어 선박 건조 장인들 대다수는 팔라리 또는 파

데와캉을 만들어내는 엄격한 양식을 포기했다. 그 결과 선체의 고유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세밀한 치수 기준이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는다. 용골을 따라 탐부구-로앙을 표시하던 방식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장부못을 사용해 판재들이 결합된 부분에 늑골 뼈대가 위치

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설계 단계가 사라졌다는 의미다. 그 결과 뼈대를 판재에 고정시켰

던 장부못이 이제 늑골 뼈대를 뚫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해졌다. 판재 연결 양식을 미

리 설계하지 않고 늑골 뼈대, 판재 연결부, 장부못 위치 간의 충분한 간격이 확보되는 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다. 더욱이 ‘서양식’ 사각형 선미 자체가 유발하는 문제도 있다. 늑골, 종통재

(stringer), 목재의 정교한 배열을 통해 지탱되도록 처음부터 설계된 술라웨시 스타일의 복

제선은 판재 결합을 통해 발생하는 초기 경화(initial strength)만 끌어내기 때문에 늑판 뼈

대와 종통재로 보강해야 하며, 적절하게 배열되지 많으면, 추가적인 압박이 구조 전반에 가

해진다.２９) 결과적으로 오늘날 ‘현대식’ 선체에서 볼 수 있는 과도하게 뻗어 나온 선미는 항해

에 부적합한 구조로 견고하지 않다는 인상을 준다(그림 6). 품질의 저하, 이 경우 전통을 제

대로 따르지 않아 야기된 저하이기 때문에 고도로 산업화된 세계에서 술라웨시 마을 선박 건

조술이 살아남을 확률을 높이기는 힘들다.

２９)　 �외국식�설계의�도입으로�발생하는�초기�여러�문제들은�다음�자료를�참조.�Horridge,�Adrian�1979:�『람보�또는�페라후�볼티:�
아시아를�배경으로�한�서양식�선박The�Lambo�or�Perahu�Boti:�A�Western�Ship�in�an�Eastern�Setting)』Greenwich:�Na-
tional�Maritime�Museum.

두 경우 모두 선박 건조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진 의식적이고 세심한 결정의 결과로 선체의 

형태가 결정되었다. 필자가 아는 바로는, 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는 원주민의 

기록문서나 설계 그림 자료는 없으며, ‘크기와 구조뿐만 아니라 제작할 배의 외형과 형태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는 내재된 구상’２５)으로 작용하는 ‘머릿속 설계도’가 최근 무형세계유산으

로 지정된 해당 유산의 핵심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해용 선박을 만들고 운항하기 위해서는 장인의 솜씨와 기술적 수단, 

선재의 원활한 공급 및 발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２６) 

무엇보다 ‘풍부한 재정력, 인력, 조직력’을 적절한 수준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２７) 콘조 

부족의 선박 건조 장인의 경우는 통합적 개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가장 적절한 설명은 선

박 건조를 보완하는 수많은 의례 절차에서 드러나는 기술적 접근과 사회적 관계 간에 서로 얽

히면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다. 가령 용골의 중앙 부재 치수와 탐부구와 로앙

의 처음 간격을 대나무 길이로 표시한 파나타(panatta)를 장래 선주의 손으로 몇 뼘이 되는

지 측정하는 것으로 건조될 배의 6가지 운명을 점쳤다. 이런 방식으로 배 건조 의뢰를 통해 

상징되는 선박 건조 장인과 장래 선주 간의 신뢰 관계가 시작된다. 새 선박의 용골 뼈대를 설

치할 때 거행하는 다양한 의례는, 선재에 적용되는 다양한 측표를 통해 선체의 전반적인 설

계를 결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현지 혼례 의식의 여러 요소를 활용하여 배 건조에 사용

되는 원목과 판재의 ‘결합’과 계약 당사자 간의 동맹을 상징한다. 이처럼 여러 의례는 선박 건

조자와 장래 선주 간의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솜씨와 적절한 시기의 자금 투입이 

보장되는 긴밀한 관계를 나타낸다. 다른 의식들은 직면한 과제를 완수하고자 하는 동기, 목

표를 실현하고 이행하는 주요 수단,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능력에 대한 신념２８) 등 

２５)　 크럼린-페데르슨,�올레�&�올센,�올라프�(편집)�2002:�op.cit..

２６)　 �포미,�패트리스�2011:�‘선박�정의하기:�건축,�기능�및�인간�공간(Defining�a�Ship:�Architecture,�Function,�and�Human�
Space)’.�캐츠샘비스,�A.,�포드,�B.�&�해밀턴Hamilton,�D.L.�(편집)�The�Oxford�Handbook�of�Maritime�Archaeology.�New�
York:�Oxford�University�Press,�pg.�27.에서�발췌.

２７)　 �망갱.�피에르-이브.�1996:�「서기�천�년간의�인도양�동남아시아�해상업(Southeast�Asian�Shipping�in�the�Indian�Ocean�
during�the�First�Millenium�A.D.)」.�Ray,�Himanshu�Prabha�&�Salles,�Jean-Francois�(편집)�Tradition�and�Archaeology.�New�
Delhi:�Manohar,�pg.�190에�수록.

２８)　 <https://www.managementstudyguide.com/self-motivation-work.htm>, 2018-07-28 최종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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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는 보다 중요한, 사실 무형의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1970년대 이래’라는 표

현은 한 세대 이상의 기간을 나타낸다. 현재 조선소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들 다수가 파잘라

(pajala), 파데와캉, 팔라리 등 옛날 설계 방식으로 만들어진 전통 선박을 본 적이 없고 탐

부구나 로앙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은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니다. 오랫동안 해박한 

전문지식은 선박 건조 장인 판리타 로피(panrita lopi)의 영역이었다. 이들 소수의 장인 집

단은 전문지식을 전승받고 수십 년간 반복된 도제제도를 통해 자신들의 지식을 전수해야 하

지만, 판리타 로피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선박은 현재 거의 제작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연계 고리가 붕괴되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마을에서 ‘판리타’란 칭

호를 받는 이들은 여섯 명에도 못 미치고 1980년대 말 기준으로 이들 중 1/3 가량만 현역으

로 활동 중이었다. 이들 장인들은 모두 연장자로 현재는 선박 건조 장인으로서 활동이 뜸한 

상태이며, 선조의 가르침을 따를 의사가 있는 견습생도 두어 명에 불과하다. 선박 건조는 매

우 고된 작업이며 판리타 로피가 사망한 후 다른 직업이 없는 이들의 후손들 대부분은 ‘조선

소의 대표’를 의미하는 풍가와(punggawa)의 지위를 얻음으로써 경제적 보상을 받는 것에 

만족한다. 

또 다른 보다 시급한 문제는 사실상 유형적 제약이다. 목선 건조에는 목재가 필요한데, 목

재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소목(Biancaea sappan)은 전통적으로 장부못을 만들 때 

사용하는 나무지만, 십여 년 전부터 견고함이 떨어지는 칸돌레(Diploknema oligomera)

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선체의 입수면 부분에 사용되는 최적의 선재는 유명한 보

르네오 철목 빌리안(Eusideroxylon zwageri)인데 사실상 확보가 힘들다. 수 세기 동안 

술라웨시에서 선박 건조에 사용된 목재는 현지에서 자생되는 나크나삭(Vitex cofassus)인

데 공급 부족 현상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 술라웨시 남부의 ‘전통’ 선박 건조 산업은 (미미한 

규모로 볼 때 당연하지만) 목재 공급처의 다양화로 대응하는 한편, 멀리 떨어진 말루쿠 제도

와 뉴기니섬에서까지 수입하는 형편이다. 확실히 목재 재고를 비축하고 유지하는 전통은 없

는 것으로 보인다. 나이 지긋한 판리타 로피는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이야기 한다. “이미 내 

조부가 그렇게 많은 배를 계속 만든다면 나무가 남지 않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선

<그림 6> ‘전통적인’ 날렵한 형태와 ‘현대의’ 사각형 선미. 아래 선박의 사각형 선미는 지나친 돌출 형태를 보임.

<http://sidrapterkini.blogspot.com/2014/08/wisata-pusat-kerajinan-perahu-phinisi.html>

<https://tiketmurahsamarinda.wordpress.com/type/aside/> 참조

2018 해양 실크로드 무형유산 국제학술대회222 223선박, 항해 그리고 사람 Session 02 사례발표 05.  피니식(Pinisi): 서부 오스트로네시아 선박 건조기술의 정교함

http://sidrapterkini.blogspot.com/2014/08/wisata-pusat-kerajinan-perahu-phinisi.html
https://tiketmurahsamarinda.wordpress.com/type/aside/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첫 번째 작업은 앞서 언급한 인류·사회·기술 차원의 시급한 과제

를 가능한 한 많이 기록하는 것이다. 이 유산의 최후 수호자인 선박 건조 장인 판리타 로피 

중 생존자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심각한 위험 요소이다. 

그러나 현재 학문적 차원에서도 ‘선박건조학’이란 명칭이 붙은 이 정교하고 복잡한 기술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다루고 있지 않아, 술라웨시 방식의 기본 체계, 판재 양식의 고안, 늑골

의 측점 규정, 장부못 연결의 대략적 절차 등을 결정하는 정교한 ‘머릿속 설계도’의 기본 구조

를 파악하기 힘들다. 기록할 주제가 낯설기 때문에 인력을 모집해 이들을 기초부터 가르치는 

기본 교육 과정을 개발해야 하며, 학문적 엄격함을 토대로 이러한 대책들을 계속 정교하게 

다듬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동기 부여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이 시급한 내용을 주제로 다양한 논문을 쓰도록 독려하고, 궁극

적으로 이들의 연구는 기존 연구 결과와 결함돼 학문적 출판물이나 논문으로 발표되고, 향후 

학문적 교육과정의 토대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하겠다는 확언을 이끌어 내려면 학술적 기록만으로는 힘

들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술라웨시 선박 건조 전통이 직면한 과거와 현재의 현실을 민감하

게 체감해야 한다. 따라서 교수 자료와 기초 교육 및 사전 교육 기본서, 대중적 다큐멘터리, 

전자매체, 소셜미디어도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중 인식 제고의 모범적인 예로 전

용전시관의 설치를 들 수 있다. 피니식의 중심지인 타나 베루가 이상적인 장소로 단순히 역

사와 전통을 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소소한 작업에서부터 이와 연관

된 모든 노력과 중요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표 중 

일부는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달성 가능할 수 있지만 어떤 목표는 달성하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이 모든 노력에는 자금이 필요하며 따라서 국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이들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평가나 기준, 결과물의 

판단 척도는 오늘날까지 술라웨시의 해양 문화유산을 지키고 연행해온 사람들이란 점이 강조

되어야 한다. 

현재 알 수 있는 사실은 피니식이 술라웨시 스쿠너를 대표하며 통칭된 시기가 1950년

대 일부 기간, 특히 팔라리 선형이 항해에 보다 유리하고 다기능의 종골랑(jonggolang)으

박 건조 창고에 가서 한 번 보십시오.”３０) 

최근 피니식의 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는 확실히 술라웨시 남부의 선박 건조 전통이 직면

한 수많은 문제를 타개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당면 주제

의 특징과 마찬가지로 조선공학, 사회인류학, 산림학과,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참

여하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향후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지방, 지역, 국가 차

원의 행정가는 물론,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해당 유산의 실연자와 지킴이들의 참여가 가

장 중요하다.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의 후원으로 이러한 팀이 현재 결성되었고, 첫 번째 회

의가 본고 작성 후 며칠 내 열릴 예정이다. 우선 기대되는 결과를 담은 첫 번째 목록은 다음

과 같다.

1.  배의 설계와 건조 방식에 대한 최근의 변화는 장부못 배치와 판재 결합을 다룬 전통적 

설계도의 개선된 내용에 부합해야 함

2.  사각형의 선미와 엔진 장착을 위한 설계도 개선 필요

3.  오늘날까지도 확실한 형태가 없는 마을 산업으로 조직된 선박건조업체들은 법적, 행

정적, 관리적 조직을 갖춘 새로운 형태를 필요로 함. 그렇지만 계약과 노동 관리는 

‘전통적인’ 접근법을 따라야 함

4.  도제 제도와 자격 관리에 관한 공식적인 규정은 선박건조 직업의 매력과 수용도를 높

이고 번영에 기여하게 되며 지식의 영구적 전승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됨

5.  나무 성장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적절한 목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신속하

고 구체적인 조치 마련이 필요.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문제의 핵심은 ‘해양 문제’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 부족이다. 해당 유

산의 보호에 관한 적절한 이해 없이는 효과적인 전략을 펼칠 수 없다. 기존 접근법, 해결책, 

일부 논의된 기본적인 지식체계를 망라하는 광범위한 목록 없이는 앞서 제시한 어떤 목표도 

３０)　 2018년�8월�21일�인터뷰(Haj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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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다. 지난 20여년 이래 조업선과 화물선의 생산은 선박 임대와 다이빙 관광의 확대

에 따른 이런 용도의 선박 생산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당분간은 해외 관광객들의 인기

를 끌면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져 1980년 말 고전했던 산업의 생존은 보장될 것으로 보이

지만, 심화되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의 파괴로 위협받는 세계에서 얼마나 먼 항해가 감당 

가능하며 이상적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술라웨시 선박 건조 전통의 미래는 변화하는 

경제적 생태적 환경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자체적인 혁신 능력이 살아있는 유산의 척도가 될 

것이다.

로 바뀐 무렵이었다는 점이다.３１) 1960년대 초 인도네시아의 극심한 경제난３２)을 타개하기 위

해 그 일환으로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 ‘트레이딩 레가타(trading regattas)’ 소규모 

행사를 통해 피니식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이 높아졌다. 하지만 인근 국가 싱가포르의 언

론 보도에 따르면, 술라웨시 항구를 해마다 왕래하던 스쿠너형 범선의 공식 명칭이 1980년

대 말에야 비로소 팔라리에서 피니식으로 바꿨다. 후자의 경우 1986년 벤쿠버 엑스포에 참

여하기 위해 출항했던 ‘피니식 누산타라’호를 연관 지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３３)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볼 때 이 사절단 항해는 오늘날까지도 이후 그런 선박들이 착수했던 다양한 원정을 

압도한다. 그 무렵 전 세계 바다를 누비던 최대의 상업 선단에 엔진 동력이 사용되었고, 곧이

어 엔진이 피니식의 항해를 돕기보단, 오히려 피니식 돛이 엔진의 보조물이 되었다. 보다 강

력한 기계의 등장으로 돛의 크기가 줄어들고 뒷돛대(mizzen mast)도 제거되었으며, 그 결

과 원래 배의 이름이 갖고 있던 의미가 사라졌다. 발음이 불분명하여 ‘피니식’이라는 이름으

로 상품화된, 그림처럼 아름다운 선박은 현재는 휴일에 임대가 가능한 배로, 돛이 너무 짧아

서 돛만으로는 항해를 할 수 없다. 이러한 선박들은 진짜 피니식의 특징이었던 팔라리나 종

골랑 선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상당한 규모로 진행된 ‘등대’ 프로젝트를 통해 대중적 관심과 인식이 크게 증진되었으며, 

당면한 ‘해양 문제’에 보다 폭넓은 관심이 촉발되었다. 1840년대 트렝가누 피니아스 유산의 

영향을 받아 독창적인 돛과 전통적인 배치에, 진정한 범선에 적용 가능한 ‘가장 현대적인’ 유

체역학을 선체의 홀수선 아래 적용시켜 새로운 피니식을 탄생시켰다. 이처럼 전통과 최신 기

술을 접목한 피니식은 전 세계를 누비는 인도네시아 ‘해양’ 유산의 사절단이며, 동시에 우리

가 보호하고자 하는 소멸해가는 전통에 관한 연구의 주제이자 증진의 대상이며, 전통적 방식

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선체 구조 형태를 발전시키는 훈련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프로젝

트가 앞서 살펴본 여러 계획의 핵심으로 볼 수 있다.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수많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향후 시장

３１)　 호스트�H.�리에너.�2018�op.cit.:�4;�언급된�자료�참조

３２)　 Perlombaan�Perahu�Lajar,�17�Agustus�1960�-�1961,�Jakarta:�Departemen�Perhubungan�Laut�참조.

３３)　 �<http://eresources.nlb.gov.sg/newspapers/Digitised/Search?ST=1&AT=search&k=pinisi>,�
   <http://eresources.nlb.gov.sg/newspapers/Digitised/Search?ST=1&AT=search&k=palari>,�2018-7-17�최종�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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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inisi’, the popular appellation for the famed ‘Sulawesi schooner’, since about three de-
cades became the very tag for Indonesia’s heritage of seafaring. However, it is not the rather tan-
gible pinisi, but the sophisticated boatbuilding traditions of the Konjo shipwrights of the island of 
Sulawesi, the creators of these vessels, that in 2017 were inscribed in th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Historically such ships were built in the villages of Lemo-Lemo, Ara and 
Bira; today, nearby Tana Beru, our World’s largest cluster of wooden shipyards, is the centre of the 
industry.

In contrast to the ‘Western’ method of shipbuilding that relies on a structure of frames that 
is sheathed with planks, Sulawesi’s shipwrights build their vessels by first constructing a shell of 
planks into which only later frames are inserted. This ages-old approach is based on sophisticated 
blueprints that define a ship’s shape, size and structural features. The presentation will discuss histo-
ry and significance of these patterns, and outline a number of social and ecological challenges that 
presently threaten the viability of these traditions. It will also report on the steps presently taken to 
develop a multi-approach programme that aims at safeguarding these knowledge systems.

In 2017, three years after the first steps for the application were taken, the 12th session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inally 
inscribed “Pinisi, [the] Art of Boatbuilding in South Sulawesi” as par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 lengthy proses, and we will see presently why it took so long: There is a 
connection between the theme and the general public’s comprehension of matters maritime. And - it 
should be underlined that not the actual, rather tangible, type of sailing vessel called pinisi became 
Intangible World Heritage, but the underlying ‘tradition’ of shipbuilding and navigation, a knowl-
edge system that since at least 5000 years before present facilitated the contemporary peoples of 
Insular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 Ocean in developing the ‘hard- and software’ necessary for 
intentional sea travel, the very instruments that allowed for the colonisation of their maritime envi-
ronment.

Why then, ‘Pinisi’? Frankly said: Today it is the expression for all but extinct type of sailing 
ship that for not only Indonesia’s general public epitomises the archipelago’s maritime traditions. 
‘Pinisi’, in its various spellings, since about two decades is extensively used to advertise the thriving 
‘traditional’ boat-charter industries of the Archipelago that offer the romantics of a “journey back 
in time to the days when pinisi spice trading ships plied the waters of the Indonesian archipelago”,１) 
be it with vessels that mostly are all but that; the very word is a popular tagline for up-to-date com-
panies, malls or hotels that intend to relate themselves with an “Original Product of Indonesia”,２) 
be it bracketed with pictures of modern yachts.３) It would appear that the general public is happily 
unconcerned with the pinisi’s actual import – and there is a rather straightforward reason for such 
solecisms: Ships, famously, are “the most complex artefact routinely produced prior to the Industrial 
Revolution”,４) a technical achievement that demands a detailed understanding the generally terres-
trial layman not necessarily is willing to invest, and especially so if the terminology and concepts 
used to describe its various intricacies are of a rather alien nature.

１)  <https://www.ultimatebali.com/indonesian-yachts/mantra/>, last accessed 2018-08-04.

２)  <https://www.tokopedia.com/phinisiwear>, last accessed 2017-03-17.

３)  E.g., <http://www.phinisihospitality.com/about-phinisi-hospitality/>, last accessed 2017-03-24.

４)   Gibbins, David & Adams, Jonathan 2001: ‘Shipwrecks and Maritime Archaeology’. World Archaeology, 32 (3): 279-
91; pg.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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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th century, when the magnificent Borobudur was erected (Figure 1).７)

Figure 1. above: A ‘Western’-style toop (Paris, Francois Edmond 1843: Essai sur la construction navale des 
peuples extra-europeens. Paris: Arthus Bertrand, pl. 88); below: a tanja-rigged vessel depicted on the Boro-

budur (photograph by Horst H. Liebner, 2008).

７)   Sources for this and the following are detailed in, e.g., Liebner, Horst H. 2016: ‘Beberapa Catatan akan Sejarah 
Pembuatan Perahu dan Pelayaran Nusantara’. Paper read at Konferensi Nasional Sejarah X, Jakarta. <https://
independent.academia.edu/HorstLiebner/catatanakansejarahpembuatanperahunusantara> –and– --- 2018: ‘‘Pinisi’: 
Terciptanya Sebuah Ikon’. Paper read at Memorial Lecture Dr. Edward Poelinggomang, Universitas Hasanuddin, 
Makassar. <https://www.academia.edu/35875533/Pinisi_Terciptanya_Suatu_Ikon>.

Yet, both the actual pinisi vessel and its appellation illustrate, too, a focal facet of most mar-
itime traditions: 

of all things the ship is the most cosmopolitan. From some date […] so early as to be 
beyond the reach even of conjecture, she was already fit to go from one country to another; 
and in the intermingling of cultures begun by that intercourse the ship herself was of necessity 
influenced. […] For the most part such adoptions proceeded from the ordinary interchange of 
ideas […and…] there have been, probably at all stages of world history, many examples of the 
deliberate adoption of foreign methods.５)

The ‘romantic’ version of the advent of what eventually would become the ‘pinisi’ takes 
us back to the 1840s. According to Malay traditions,６) around then the modern-minded ruler of 
Terengganu, Sultan Baginda Omar, asked a certain European who had settled and married a local 
girl there, to help build a boat that would resemble the most modern western ships; hence, a royal 
schooner was built, soon to become the prototype for a new class of sailing vessels called pinas. 
Boat and reputed builder –a French or German beachcomber by the name of Martin Perrot– were, 
in fact, seen and met by a British naval officer in 1846, thus prompting speculations that the term 
derived from péniche or pinasse, which in the French and German of the time referred to a small to 
medium-sized sailing ship.

However, it almost certainly was not only this one vessel that became the prototype of the 
pinisi. Already since the early 18th century, the various European East-India companies constructed 
European-style bottoms for their inter-Asian trade in local shipyards, thus continuously introducing 
‘new’ techniques and practices. As a consequence, local boatyards started building a wide range 
of hybrid types of vessels that combined local and ‘Western’ approaches. One of these, especially 
popular in the early 1800s, was the toop, a European-style hull with a new and much more manoeu-
vrable variation of the traditional oblong tanja sails used by ‘Indonesians’ sailors since at least the 

５)   Laughton, Leonard G. Carr (2011 [1925]): Old Ship Figure-Heads and Sterns. New York [London]: Dover 
Publications [Halton and Truscott], pgs. 1-2.

６)   For various versions of this story see: Gibson-Hill, Carl A. 2009 [1953]: ‘The Origin of the Trengganu Perahu Pinas’. 
In: Barlow, H.S. (ed.) Boats, Boatbuilding and Fishing in Malaysia [Journal of the Malay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26 (1)]. Kuala Lumpur: Malaysi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pgs. 172-174 [206-10] –and– 
Longuet, Rohani 2009: ‘Update on Boats and Boat-Building in the Estuary of the Trengganu River, 1972-2005’. 
In: Barlow, H.S. (ed.) Boats, Boatbuilding and Fishing in Malaysia. Kuala Lumpur: Malaysi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pgs. 338-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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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bove: A pinisi-rigged palari under sail, around 1915 (Collection K”ITLV, 
Leiden, #32691); below: A palari, sails furled, showing the standing gaffs 
fixed to the mast, ca. 1924 (Collection Wereldculturen, TM-10010875).

The beginning of the 19th century saw an ever increasing number of Western (but more 
often than not, locally built) schooners being operated by colonial navies and European, Arab, In-
dian and Chinese trading firms in their ventures all over the islands. Local mariners apparently felt, 
more and more severely, the military and commercial competition of a craft that could easily outsail 
their monsoon-bound perahu; and thus we, as early as the 1830s, find reports on “schooner-rigged 
[vessels] with cloth sails”８) being employed by local ‘pirates’ roving the Straits of Malacca, or hear 
of the Sultan of Ternate having asked “some years before 1850” his shipbuilders to construct a brig, 
a two-masted European-type trader, and two small schooners on the remote island of Taliabu.９) By 
the 1850s, newspapers and harbourmasters’ lists log numerous pinas, penisch, or pinies, a new type 
of ship owned by local masters and traders resident in the western parts of the Dutch East Indies; 
there, though, are next to no contemporary mentions of any such vessels that can be related to South 
Sulawesi. To the best of my knowledge, it would take well into the 20th century until written sourc-
es refer to a genuine Sulawesian pinisi１０) - yet, current public opinion, in often rather tenuous tales, 
consistently insists that it was the Konjo shipwrights of Ara and Lemo-Lemo, the custodians of the 
island’s boatbuilding traditions, who, centuries ago, devised ‘the pinisi’.１１) 

What, then, does ‘pinisi’ actually represent? For South Sulawesi’s sailors and shipwrights 
it is not more than the designation of a distinct rig, the masts and sails and the configuration of the 
ropes (‘lines’) used to hold and move them. A pinisi-rigged vessel sets seven to eight sails on two 
masts, arranged in a way akin to what in international sailing terminology is called a schooner-ketch 
- ‘schooner’, because all its sails are ‘fore-and-aft’ sails, lined up along the centreline of the hull on 
two masts; ‘ketch’, because the mast in the ship’s aft is somewhat shorter than the one in the bows 
(Figure 2). 

８)   Logan, J.R. (Ed.) 1849-1851: ‘The Piracy and Slave Trade of the Indian Archipelago’. Journal of the Indian 
Archipelago and Eastern Asia, 3; 4; 5: 581-8, 629-36; 45-52, 144-62, 400-10, 617-28, 734-46; 374-82; here, 4: 402.

９)   Hart, C. van der 1853: Reize rondom het Eiland Celebes. ‘s Gravenhage: Koninklijk Insituut voor de Taal-, Land-, en 
Volkenkunde van Nederlansch-Indië, pg. 119.

１０)   See, e.g., Vuuren, L. Van 1917: ‘De Prauwvaart van Celebes’. Koloniale Studien, 1,107-116; 2, 329-339.

１１)   See, e.g., <http://wisatadimakassar.blogspot.com/2013/08/asal-mula-phinisi-sulawesi-selatan.html>; <http://
geminininiek.blogspot.com/2014/01/pinisi.html>; or <http://kpmbbira.blogspot.com/2012/05/sejarah-phinisi.html>; 
all last accessed 201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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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ppers and shipwrights [who] were keen on introducing all kinds of innovations 
that made traffic easier and more efficient. This sector of society harboured many people who 
were ready and willing to innovate, by no means invariably working according to traditions.１４)

So, where are those ‘true traditions’ we now, after their nomination to Intangible World Her-
itage, have to safeguard? We, first-of-all, have to bear in mind that building that “most complex arte-
fact” ship demands creating “a homogenous assemblage, of which all the elements, from the largest 
to the most minute, are very closely linked and yet only express their true role in their relation to the 
whole”１５) – an undertaking that, if to be completed successfully, necessarily has to be founded on “a 
mental template that is a pre-conceived concept in [the boatbuilder’s] mind that define[s] not only 
the size and structure but also the details of lines and shapes of the vessel-to-be”.１６) This, indeed, is a 
truly intangible concept; and facing the task of producing a harmonic three-dimensional shape that 
can not be expressed in straight lines and right angles, a fairly complicated one at that. Essentially, 
its possible solutions are determined by the basic approaches in constructing the hull – and here we 
meet a distinction that so often is perceived as the inherent uniqueness of South Sulawesi’s extant 
shipbuilding industries. As already noted by an 18th-century observer, the region’s shipwrights “build 
their proas, which they call paduakans, very tight, by doweling the planks together, and [… only] 
then fit timbers to the planks […]. In Europe we build reversely; we set up the timbers first, and fit 
the planks to them afterwards.”１７)

Hence, ‘Western’ tradition since, at the latest, the early modern period fashions a hull’s 
overall shape was by-essentially-establishing a sequence of fittingly curved frames placed at a 
number of ‘stations’ along the keel that subsequently are sheathed with (preferably) long, pre-sawn 
planks. In contrast, most Insular Southeast Asian ships were, well into colonial times, built ‘shell-

１４)    Knaap, Gerrit J. 1996: Shallow Waters, Rising Tide: Shipping and Trade in Jawa around 1775. Leiden: KITLV 
Press, pg. 149.

１５)    Pomey, Patrice 2011: ‘Defining a Ship: Architecture, Function, and Human Space’. In: Catsambis, A., Ford, B. & 
Hamilton, D.L. (eds.) The Oxford Handbook of Maritime Archae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g. 
26.

１６)    Crumlin-Pedersen, Ole & Olsen, Olaf (eds.) 2002: The Skuldelev Ships: Topography, Archaeology, History, 
Conservation and Display. Roskilde: Viking Ship Museum and the National Museum of Denmark, pg. 231.

１７)    Stavorinus, Johan Splinter [& Wilcocke, Samuel H., transl., ed.] 1798: Voyages to the East-Indies. London: G.G. 
and J. Robinson; II, pgs 260-1.

The technical term ‘pinisi’, thus, has nothing to do with the hull of a ship that uses that type 
of rigging. And while the first intermittent descriptions of Sulawesian vessels with such sails tend 
to describe them as a copy of a ‘Western’ technology, the very details of the pinisi’s arrangements 
are unquestionably ‘non-Western’: here, e.g., the mainsails are ‘pulled out’ like curtains along spars 
fixed onto the masts, and not, as on the typical ‘Western’ schooner, ‘raised’ together with the gaffs, 
and are the very methods of attaching those gaffs and sails unparalleled on any ‘Western’ ships. 
Such advances did not come out of the blue: many of the lines employed to handle sails and spars 
retain the designations of those furnishing comparable functions in the tanja rig.

The very hulls of ships carrying these sails do bear their own appellations, derived from 
their intended usage, their shape or the procedures exercised in their construction. The most com-
mon type of hull historically fitted with such a rig, the palari, takes its name from the word ‘lari’, 
‘running’, denoting a sharp-bowed and fast design that can exploit the driving power of the fore-
and-aft sails; other sources mention the round-shaped padewakang that since centuries accom-

modated the ‘uplifting’ forces of the tanja sails being outfitted as ‘Sulawesi schooners’;１２) and in 
our modern times of motorised sea transport, it is the square-sterned lambo with its capability to 
house engine arrangements and a central rudder that became the choice for the charter vessels of 
the tourist industries and the last remaining wooden cargo ships. Yet, both name and tackle of any 
such vessel signal centuries of ‘tradition’. Just as the appellation ‘padewakang’ might have sprung 
from the word ‘waka’ or ‘wangka’, “maybe the earliest Austronesian word for boat, [… coming in 

use] three thousand to six thousand years ago”,１３) are many of the ‘modern’ lambo, additional to a 
single central rudder of western design, equipped with the two long ‘lateral’ rudder-blades attached 
to a sophisticated construction on the sides of the aft-ship that are already depicted on the reliefs of 
sea-going vessels on the Borobudur. And, there is always an component of incessant development 
– even the Terengganu pinas, an obvious small-sized copy of a Western clipper-shaped hull built in 
the indigenous techniques to be described presently, changed in the early 20th century from a schoo-
ner-like rig to ‘Malay’-style Chinese-derived batten-lug sails. It, evidently, appears that any such 
‘tradition’ was –and, where it could survive, still is!– driven by

１２)   Besides Vuuren 1917 op.cit., e.g., Nooteboom, C. 1940: ‘Vaartuigen van Mandar’. Tijdschrift voor Indische Taal-, 
Land- en Volkenkunde, 80: 22-33.

１３)   Doran, Edwin Jr. 1981: Wangka: Austronesian Canoe Origins. College Station: Texas A&M University Press., pg.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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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i.e., by assembling the planking of the vessel before fitting any internal frameworks.１８) Shape 
and lines of a ‘planks-first’-built hull thus have to be construed by the run of the planking alone; its 
planks are, as far as possible and necessary, carved to their shape, and any more rapid changes in the 
geometry have to be achieved by sequences of shorter planks. For larger vessels, the ethnographic 
record notes complex assembly procedures, so called ‘plank patterns’, that stipulate placement, 
length and shape of a hull’s planks.１９) To achieve symmetry, it is common to cut pairs of planks that 
are to be fitted to corresponding positions in lar- and starboard from a single piece of timber, here 
described by a 19th century traveller:

To make each pair of planks used in the construction of the larger boats an entire tree 
is consumed. It is […] cut across to the proper length, and then hewn longitudinally into two 
equal portions. Each of these forms a plank by cutting down with the axe to a uniform thick-
ness [ .] Along the centre of each plank a series of projecting pieces are left, standing up three 
or four inches, about the same width, and a foot long; [!:] these are of great importance in the 
construction of the vessel.２０)

In subject literature known as tambuku, these “projecting pieces” on the planks’ centres are 
an essential component of the ‘lashed-lug’ construction method, well attested in the archaeological 
and ethnographic record of, at least, the last one-and-a-half millennia, and unmistakeably “associ-
ated with ancient Southeast Asia and, specifically, with Malay World shipping”.２１) In this approach, 
planks are held together by stitching that pass through holes drilled from the inside of the planks to 
the edges along their seams and/or dowels inserted into the planks’ edges; the overall plank shell 
then is reinforced by frames lashed onto lugs ‘left over’ on the inside of the planks during their fab-
rication (Figure 3). 

１８)    For a more detailed discussion of these two approaches see Liebner, Horst H. 2014: The Siren of Cirebon: A Tenth-
Century Trading Vessel Lost in the Java Sea. PhD Thesis, University of Leeds, <http://etheses.whiterose.ac.uk 
/6912/>, pgs. 235ff; and the sources there mentioned.

１９)   A variety of sources re such patterns are found in Liebner 2014 op.cit.: 235, fn.77.

２０)   Wallace, Alfred 1962 [1890]: The Malay Archipelago. New York: Dover Publications, pg. 321-2.

２１)    Manguin, Pierre-Yves 2009: The Boat Remains of Punjulharjo: A Preliminary Report. Paris: 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pg. 4.

Lashings

Tambuku

Figure 3. Schematic representations of -above- the production process of planks with tambuku-lugs; and 
-below- the ‘lashed-lug’ technique (Horst H. Liebner, 20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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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tambuku are also found on the very basic Austronesian craft, the dugout,２２) and there 
are enough indications to infer that these lugs initially were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outrig-
ger boat, the singular Austronesian contribution to our World’s maritime heritage.２３)

It is supposed that at some time in the Early Modern Era, ‘lashing’ began to be replaced by 
dowelling the frames directly onto the hull’s planking, in, as was the case with the dissemination of 
the pinisi rig, a perpetual process proceeding from the west to the east of the Malay Archipelago. 
The Sulawesian shipwrights of Lemo-Lemo and Ara, the people and area of concern to our present 
discussion, now do not recall details related to the ‘lashed-lug’ approach, yet on the keels of the 
more conservative types of hulls mark small protruding blocks that in Konjo, the local language, 
are called tambugu. Together with the roang, the spaces ‘in between’ these tambugu, they delineate 
the arrangements of the many planks employed in a ship’s construction; define the positions the 
hundreds of dowels used to fit the planks together; and précise the places were what kind of frame 
will be inserted. The resulting design avoids ‘colliding’ of the dowels holding together the planking 
with those fastening the framing onto the plank shell, and enforces sufficient spacing between plank 
butts, frame stations and their respective dowelling (Figure 4). There is a simple reason for such 
arrangements: Any noncompliance with these strictures could compromise the structural integrity 
of the hull. Evidently, these tambugu are a fundamental component of a highly developed routine of 
Southeast Asian naval constructions – and can be traced back to the very beginnings of Austrone-
sian boatbuilding.

２２)   See, e.g., Nooteboom, C. 1932: De Boomstamkano in Indonesie. Leiden: N.V. Boekhandel en Drukkerij, passim.

２３)    For this and the following, see, e.g., Liebner, Horst H. 2016: ‘Catatan akan Sejarah Pembuatan Perahu dan 
Pelayaran Nusantara’. Presentation given at Bedah Sejarah Armada Nusantara, Jakarta, slides 82ff. <https://www.
academia. edu/35282364/Perahu_Nusantara_-_sebuah_presentase_bagi_Menko_Maritim_November_2016>; 
and Liebner 2014 op.cit.: 230ff and the sources there mentioned.

Figure 4, above: Schematic representa-
tion of the tatta tallu building plan; inset, 
right: Placement of various constructional 
elements (Horst H. Liebner, 2014, 2018).

Yet, there is a more abstract concept behind these arrangements. Just as many Just as many 
‘traditional’, ‘Wester’ approach, approach, these patterns are hinged on a centre point, in Konjo 
named possiq, the ‘navel’ of the ship found in the slightly elongated central roang. Excluding the 
possiq’s roang, the tambugu / roang units defining the planks’ lengths and positions are ‘count-
ed’ from here to, respectively, bow and stern. These units and related markers yet are not spaced 
equally over keel and stems, but in a pattern that extends the lengths of mid-aft ship and bows, but 
considerably shortens the spaces between the stations on the short aft stem. A curve drawn along the 
endpoints of lines of equal lengths at corresponding stations in fore and aft thus necessarily moulds 
into the shape of a ship, with a rounded stern and pointed bows. A rather comparable pattern can be 
reconstructed for the, to date, only ‘lashed-lug’ vessel studied in some detail, the mid-10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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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han/Cirebon wreck: Here, a sophisticated arrangement of numerical fractions of a number of 
fixed lengths construed from the hull’s mid-frame to points fore and aft defines the positions of the 
tambugu-‘stations’, resulting, again, in ‘lengthened’ mid-aft and bow sections, and a considerably 
shortened aft ship (Figure 5).２４) In both cases, the procedures thus defining the shape of a hull clear-
ly are result of conscious and conscientious decisions that have (had) to be taken at the very begin-
ning of the construction of the vessel. In the absence of,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y written 
or drawn indigenous sources describing these procedures, the very “mental template” employed to 
construe this “pre-conceived concept […] that define[s] not only the size and structure but also the 
details of lines and shapes of [a] vessel-to-be”２５) is the essence of what just recently became Intangi-
ble Cultural Heritage.

Figure 5. ‘Moulding’ the shape of a hull; above – tatta tallu pattern, contemporary Konjo shipbuilders; 

２４)   Liebner 2014 op.cit.: 262ff.

２５)   Crumlin-Pedersen & Olsen (eds.) 2002 op.cit..

below – reconstruction of the Nanhan/Cirebon wreck, ca. 960 (Horst H. Liebner, 2014, 2018).

Still, building (and operating!) sea-going vessels not only “represents a considerable effort 
in terms of savoir faire, technical means, supply, and development of materials”,２６) but, and possibly 
even more so, necessitates an adequate command over “sufficient financial means, manpower and 
organizational capacities”.２７) In the case of the Konjo shipwrights this is a rather holistic concept, 
perhaps best illustrated by the intertwinement between technical approaches and social relations 
evident in a number of ritual procedures that complement the construction of a vessel: The panatta, 
a length of bamboo containing the dimensions of the central keel piece and initial spacings of the 
tambugu and roang, is ‘measured’ by counting the future ship-owners hand-span through six possi-
ble ‘fates’ of the ship to be build, thus initiating a relationship of dependability between shipwright 
and-owner that signifies the commissioning of the undertaking; the various ceremonies held when 
laying a new ship’s keel not only comprise determining the hull’s overall blueprint through the var-
ious marks applied to the timbers, but employ elements of local wedding rites that symbolise both 
a ‘marriage’ of logs and planks that are to become a ship and the anticipated liaison of the contract-
ing parties. Many of these observances denote an intricate system of check-and-balance between 
builder and owner-to-be, involving guarantees of quality workmanship and timely funding; others 
contain similarity that convey motivation to finish the task at hand, the “primary means of realizing 
[…] goals and progressing[,… and the] faith in the required skills and competencies for achieving 
goals”２８) that is a major component of modern theories of successful management.

Today, Sulawesi’s main boatbuilding centre is at Tana Beru, most likely the World’s larg-
est cluster of wooden shipyards. At any given time, a good hundred vessels of any type, size and 
stages of construction line nearly two kilometers of the village’s beach, providing employment for a 
workforce counted in, again, hundreds. Yet, a visitor will not find many vessels built in compliance 

２６)    Pomey, Patrice 2011: ‘Defining a Ship: Architecture, Function, and Human Space’. In: Catsambis, A., Ford, B. & 
Hamilton, D.L. (eds.) The Oxford Handbook of Maritime Archae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g. 
27.

２７)    Manguin, Pierre-Yves 1996: ‘Southeast Asian Shipping in the Indian Ocean during the First Millenium A.D.’. In: 
Ray, Himanshu Prabha & Salles, Jean-Francois (eds.) Tradition and Archaeology. New Delhi: Manohar, pg. 190.

２８)   <https://www.managementstudyguide.com/self-motivation-work.htm>, last accessed 201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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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above blueprints – the hulls fashioned by such procedures were genuine sailing vessels 
which, catering to modern times’ demands for the competitiveness of an engine and increased cargo 
capacities, since the late 1970s have been progressively replaced by square-sterned lambo or moto-
roq fishing boats. While even the largest of these vessels are still built ‘planks-first’, the associated 
changes in overall design prompted most shipwrights to abandon the strict patterns that could pro-
duce a palari or padewakang, thereby discontinuing many of the more sophisticated measures that 
maintain a hull’s integrity. Discarding the tambugu/roang marks along the keel meant that there now 
are no planning procedures that can avert frames from being placed over the positions of the dowels 
inter-connecting the planking, thus rendering it well possible that any dowels which hold frames 
to planking could break into the former; without a pre-conceived planking pattern it is not easy to 
devise a system that allows for sufficient spacing between framing, plank butts and dowel positions. 
Further obstacles arose with the ‘Western’ concept of a square stern itself – originally designed to 
be upheld by an intricate arrangement of frames, stringers and deadwoods, its ‘Sulawesian copy’ 
derives its initial strength from planking alone, and accordingly has to be reinforced by heavy floors 
and stringers which, if not diligently placed, effect additional stresses onto the overall construc-
tion.２９) Consequently, many a long-overhanging stern seen on nowadays’ ‘modern-style’ hulls does 
not leave the impression of a sound and seaworthy structure (Figure 6). Unquestionably, decline of 
product quality –and in this case one that is due to not upkeeping well-established practises!– cannot 
improve Sulawesi’s village-based boatbuilding’s chances to survive in an ever more industrialised 
world.

２９)    For the various early problems with this adoption of a foreign design see, e.g., Horridge, Adrian 1979: The Lambo 
or Perahu Boti: A Western Ship in an Eastern Setting. Greenwich: National Maritime Museum.

Figure 6. ‘Traditional’ sharp- vs ‘modern’ square-sterned hulls; note the excessive overhang of the square-
stern of the vessel below (<http://sidrapterkini.blogspot.com/2014/08/wisata-pusat-kerajinan-perahu-phinisi.

html> and <https://tiketmurahsamarinda.wordpress.com/type/a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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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brings us to a more acute –and genuinely intangible!– problem. “The expression, 
“Since the late 1970s”, represents a time-span of more than one generation; unsurprisingly, thus, 
many of the people working in today’s shipyards never seen a pajala, padewakang or palari that was 
constructed according to the olden plans, and rarely know about the rationales behind a tambugu 
or a roang. Since ages, such erudition was the dominion of the panrita lopi, a small group of elder-
ly ‘master shipwrights’ who had inherited and were expected to transmit their knowledge through 
decade-long cycles of apprenticeship-but since next to none vessels needing the sophisticated tech-
nical approaches that mark a panrita lopi’s proficiency are presently built, this chain is breaking. A 
recent review could identify fewer than half-a-dozen persons that their community would entitle 
panrita, roughly about a third of those still active in the late 1980s. All of these master craftsmen are 
of advanced age, and most are not any longer actively working as shipwrights, and there currently 
is only a couple of apprentices that seem willing enough to pursue their antecedents’ learning. Ship-
building is a demanding work, and most descendants of the late panrita lopi that did not look for 
other employments feel contented enough with attaining the status of punggawa, ‘leader of a ship-
yard’, to reap its financial rewards.

A yet more pressing impediment is a truly tangible restraint: Wooden shipbuilding needs 
timber, and right that is becoming ever scarce. Sappanwood (Biancaea sappan), traditionally the 
choice for dowels, since about a decade had to be exchanged for the less hard-wearing kandole 
(Diploknema oligomera); the prize pick for any underwater part of a hull, the famed Bornean iron-
wood belian (Eusideroxylon zwageri), is virtually unavailable. Even the local naqnassaq (Vitex 
cofassus), since centuries Sulawesi’s genuine boatbuilding timber, is in increasingly short supply. 
South Sulawesi’s ‘traditional’ shipbuilding industries –and judged by its mere scale, that’s what it 
is!– reacted by expanding the range of sources, and meanwhile imports substitute timbers from as 
far afield as the Moluccas and New Guinea. There, however, apparently is no ‘tradition’ of preserv-
ing and maintaining timber stocks: As so graphically pronounced by an elder panrita lopi, “already 
my grandfather said that there will be no trees left if we go on building so many ships – but just go 
and have a look in our bantilang [‘boatbuilding shed’]!”.３０)

３０)   Interview with Haji J., 2018-08-21.

Indeed, the recent inscription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hould be a stimulus to search 
for answers on these (and a boatload of other) struggles South Sulawesi’s shipbuilding traditions are 
presently facing. Any such efforts have to be as holistic as is the topic at hand, involving students 
of disciplines as apart as are naval architecture, social anthropology, forestry and literature studies. 
To be of consequence to future policies, there should be executives of local, regional and national 
administrations – and, possibly most important, its very practitioners, the true custodians of the tra-
ditions that becam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der the auspices of Indonesia’s Ministry for Ed-
ucation and Culture, such a team is currently assembled, and its first meeting will have taken place 
only days after these lines were written. A first catalogue of ideal outcomes has been defined: 

•••The recent changes in blueprints and building procedures have to be met with an ameliorat-
ed version of the time-proven blueprints for dowel placement and plank patterns; 

 • there is a need for improved designs for square-sterned vessels and engine beddings; 

 • until today mostly organised as an amorphous village industry, the shipbuilding enterprise 
requires new forms of its legal, administrative and managerial organisation that, nonetheless, 
should rely on the ‘traditional’ approaches of contracting and labour management; 

 • formalised regulations governing apprenticeship and qualifications should increase attractiv-
ity, acceptance and weal of the shipbuilding profession and so help in safeguarding a perpet-
ual transmission of knowledge; 

 • prompt and concrete steps to assure a sustainable supply of suitable timber have to be taken–
given the years necessary for growing trees, here and now.

As mentioned in the opening remarks, however, a central issue is the common lack of 
understanding regarding “matters maritime”: There will be no effective safeguarding strategy with-
out an appropriate understanding of the very matter to safeguard. None of the above goals will be 
achieved without a broad-ranging catalogue of the wealth of existing approaches and solutions and 
the underlying knowledge systems, fractions of which we discussed above; a very first task, thus, is 
that of recording as much as still can be documented, an undertaking even more pressing facing the 
various human, social and technical issues noted above: There is the acute danger that the few pan-
rita lopi still alive are the last guardians of these tra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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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t, even extant academic accounts only too rarely demonstrate sufficient knowledge of 
the complex technical solutions that gave birth to the tag of an ‘Art of Shipbuilding’, and, hence, 
only too often fail to notice the very basis for its Sulawesian version, the sophisticated “mental tem-
plates” that devise plank patterns, define frame stations or outline procedures for dowel placements. 
The evident unfamiliarity with the topics to be documented demands the development of training 
procedures for a personnel that will mainly have to be recruited from scratch, and necessitates strat-
egies for a constant refinement of these measures through scholastic rigour. Presently discussed is a 
range of incentives for students from undergraduate to graduate levels that could result in an array 
of dissertations on imperative topics; eventually combined with existing research results, these 
should produce a series of scholarly publications and monographs, the very basis for future academ-
ic coursework.

To entice commitment to establish tangible safeguarding measures, however, academic 
documentation alone is a pointless exercise: A much broader public has to be sensitised for the ac-
tualities, both past and present, of Sulawesi’s shipbuilding traditions. Hence, teaching materials and 
textbooks for elementary and pre-academic education, popular documentaries and presence in elec-
tronic and social media will have to be devised. An exemplary public presence could be a dedicated 
museum, ideally placed in the present centre of the industry, Tana Beru – and ideally more than just 
a display of history and traditions, such an institution could become a venue for many a matter and 
endeavour related to the chores at hand. Some of these goals can be reached in comparatively short 
timespans; others will take years to materialise; yet all will need funding, and thus comprehensive 
commitment of those in charge of, mainly, public coffers. It, however, has to be underlined that the 
yardstick for any such assessments, measures and outcomes are the people that until today guard 
and practise Sulawesi’s maritime heritage.

As far as presently can be said, ‘pinisi’ became a common appellation for the Sulawesi 
schooner only at some time in the 1950s, ostensibly so when the palari type of hull was exchanged 
for the more seaworthy and versatile jonggolang.３１) In the Indonesia of the early 1960s, public 
awareness to its existence was raised through a small series of blue-water ‘trading regattas’ that 

３１)   Cf. Liebner, Horst H. 2018 op.cit.: 4; and the sources there mentioned.

were hoped to augment the country’s hard-pressed economy;３２) in neighbouring Singapore’s news-
papers, however, the change from palari to pinisi as designation of the schooner-rigged vessels from 
Sulawesi that yearly frequented her harbour took place only in the late 1980s. In the latter instance, 
it is hard not to see the connection between the voyage of Pinisi Nusantara to the Vancouver Expo 
of 1986,３３) a mission that for the Indonesian public still today shadows any other of the various ex-
peditions since undertaken by such vessels. By then, however, the once biggest fleet of sailing mer-
chantmen left on this World’s seas had been motorised; soon, the pinisi’s sails became a support for 
the engine, instead of the engine helping in driving a sailing vessel; with increasingly more power-
ful machines canvas was reduced in size, and mizzen masts were cut down, thus rescinding the very 
definition of the vessel’s name. Today, even the picturesque transports of holiday charters that due 
to some obscure pronunciation issues are marketed as ‘phinisi’ carry masts much too short to move 
them with sails alone, and next to none still uses the palari or jonggolang hulls that were the marker 
of the genuine pinisi.

Obviously, public interest and recognition are best triggered through ‘lighthouse’ projects 
of ample scale – and right that might again be an incitement for a broader attention to our “matters 
maritime”. In the legacy of the 1840s Terengganu pinas, a ‘new’ pinisi, combining the original set 
of sails and a ‘traditional’ layout with a hull that under its waterline employs “the most modern” hy-
drodynamics applicable to a true sailing vessel of its type, could, again, become a world-wide am-
bassador of Indonesia’s maritime heritage – and, just the same, topic of research of and promotion 
for the waning traditions we hope to safeguard, and an exercise in developing novel construction 
patterns that could ameliorate the age-old approaches. Such a project is currently considered as a 
keystone of the schemes outlined above.

There still are many questions to be answered. A most important one is that of future mar-
kets: Since the last two decades, the production of fishing and cargo vessels has been increasingly 
replaced by that of ships for the expanding charter- and diving tourism – and while overseas touristy 
for some time now ensures enough investment to warrant the survival of an industry that in the late 
1980s was struggling, we have to ask how long far-distance travel will be affordable and desirable 

３２)   See, e.g., Perlombaan Perahu Lajar, 17 Agustus 1960 - 1961, Jakarta: Departemen Perhubungan Laut.

３３)    <http://eresources.nlb.gov.sg/newspapers/Digitised/Search?ST=1&AT=search&k=pinisi> vs. <http://eresources.
nlb.gov.sg/newspapers/Digitised/Search?ST=1&AT=search&k=palari>, last accessed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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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World threatened by environmental disruptions of the scale of global warming. Sulawesi’s ship-
building tradition’s future will depend on its adaptability to ever changing economic and ecologic 
settings – and thus on its ability of innovate out of its own means, the very benchmark of a living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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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선의 살아있는 전통: 

마다가스카르의 삶의 질에 미치는 중요성 

톰 폴라섹

태평양 전통사회협회 연구자

초록 

아프리카 대륙 남동쪽 끝에 위치한 마다가스카르섬은 대규모 해안 지역으로는 거의 유일

하게 외해를 항해하는 범선이 어획과 물적·인적 수송의 주요 수단으로 남아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다양한 종류의 범선은 해안 마을 공동체의 일상에서 핵심적인 근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유산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현지 공동체 외부로는 대체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현지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는지도 불확실한 실정이다. ‘현대적인’ 배와 추진 방식 도입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지만 그러한 도입은 주민들의 의존성을 높이고 마을 공동체의 지속 가

능성과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항해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한 합치된 노력과 프로그램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그러한 프로그램은 전통적인 선박의 지

속적인 활용을 선택하는 동기부여가 되어줄 것이다. 이러한 작업에는 현지 주민의 관여와 참

여가 주된 요소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의 초점은 선박 건조, 항해와 유지 보수와 관

련된 기술뿐만 아니라 이러한 선박들이 해안 마을 공동체 내에서 갖는 경제적·사회적 역할

과 중요성에 대한 기록에 맞추어져야 한다. 그러한 기록화는 선박과 기술, 지식에 대한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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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마다가스카르 서쪽 해안 마을과 타운의 전형적인 해안 풍경. 상단 사진에 다양한 아우트리거 세일링 카누가 보이며 배경에 

3척의 해안 스쿠너선이 보인다. 가운데 사진은 큰 세일링 다우선을 찍은 것이지만 사이사이에 세일링 카누가 섞여 있고 배경에는 

스쿠너선의 돛대가 보인다. 제일 아래 사진에는 다우선과 세일링 카누가 섞여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선 자체와 범선이 현지 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평가, 기록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만일 개발정책으로 모터가 장착된 석유 연료 엔진의 선박

이 도입된다면 세계의 수많은 지역에서 그랬던 것처럼 돛을 추진체로 하는 수송 시스템은 수

년 내에 사라질 것이며 이는 지역 공동체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본고는 범

선의 광범위한 선대와, 이러한 선박이 현지 주민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가치 면에서 갖는 

중요성을 기록하는 노력을 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였다. 

주민들의 자부심과 제대로 된 평가를 제고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기록된 정보는 마다

가스카르와 그 밖의 지역에서 관리와 개발을 담당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해안 마을 공동체 

내에도 널리 배포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높은 가치를 지니는 문화적 전통을 잃게 

될 것이며 그러한 손실은 현지 주민들에게 심각한 결과로 돌아올 것이다. 

Ⅰ. 머릿말

아프리카 대륙 남동쪽 끝에 위치한 마다가스카르섬은 대규모 해안 지역으로는 거의 유일

하게 외해를 항해하는 범선이 어획과 물자 수송의 주요 수단으로 남아 있는 곳이다. 세계에

서 4번째로 큰 섬인 이곳에서 다양한 종류의 범선은 해안 마을 공동체의 일상에서 핵심적

인 근간이 되고 있다. 마다가스카르는 말레이반도와 보르네오섬 출신의 초기 정착민들로부

터 아우트리거 카누(outrigger canoe)의 풍부한 전통을 물려받았다(예: Hurle et al. 

2005; Adelaar, 2006). 또한 대서양과 인도양 간의 교역 항로의 교차 지점이라는 위치적 

특성 덕분에 인류 항해사를 구성하는 다음과 같은 4대 주요 범선과, 그 사용과 관련된 전통

과 지식을 흡수하고 병합하며 지속해올 수 있었다. 4대 주요 범선은 (1) 동남아시아와 폴리

네시아의 아우트리거 카누, (2) 동남아시아의 선박 종(jong)과 이와 관련된 선박, (3) 아랍

의 다우선(dhow), (4) 서양의 종범 스쿠너(fore-aft rigged schooner)이다. 이러한 선

박들은 세계적으로 어획과 수송, 상업을 위한 선대에서 대부분 자취를 감추었지만 마다가스

카르에서는 서쪽 해안을 따라 많이 목격될 뿐더러 전통선박 건조 방식에 따라 여전히 제작되

고 있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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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사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고 지적한다. 필자 역시 19세기 이전의 마다가스카르

의 범선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어떤 것도 찾지 못했다. 사실상 마다가스카르의 첫 정착민들

이 당시 동남아시아에서 사용된 더 규모가 큰 범선(예를 들어 종과 같은)을 타고 여행했을 가

능성도 있어 보인다. 쿠마르(2011)도 이러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만일 실제로 그랬다

면 카누를 타고 항해했다기보다는 동남아시아에 존재했던 카누 기술이 근해 수송과 고기잡

이용으로 전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현존하는 범선과의 유사성과 마다가스카르와 인도양의 

타 지역 전통선박의 유사성을 파악하는 것이 더 유용한 시각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정착이 시작되기 전 마다가스카르로의 항해가 실현되고 그 후 실질적인 정착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는 인도양에서의 해상 실크로드의 개발과 확장 시기와 교차한다. 10세

기에는 아랍의 선원들이 동아프리카 전체 해안과 마다가스카르 해안을 따라 교역을 담당했

다. 마다가스카르는 주요 해상 루트에 직접적으로 위치하지는 않았지만 해상 실크로드로 둘

러싸인 광범위한 교역망에 속했다. 이러한 교류는 첫 정착 이후에 뒤따라 형성된 선박과 항

해 전통에 틀림없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16세기 들어 마다가스카르는 인도와 동남아시아

를 오가는 유럽인들이 사용하는 항해 루트의 중요한 기항지가 되었으며 뒤이어 식민지화되

었다. 이것 역시 영향을 받은 또 다른 주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마다가스카르는 

1000년 이상 동안 매우 다양한 해상 기술과 전통을 대표하는 교차로 역할을 해왔다. 현존하

는 선박들은 이러한 다양한 전통에 대해 그 기원과 변천 과정 면에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주

는 출처가 된다. 또한 마다가스카르의 기원과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항

해술의 발전과 인류 해양사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제공해줄 수 있다. 

Ⅲ. 다양한 선박 

1.  카누 

세일링 카누(sailing canoe)는 마다가스카르에서 발견된 세 가지 유형의 범선 가운데 가

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크기와 모양도 매우 다양하다(그림 2). 세일링 카누는 기능 면에서

본고를 이끌어간 원동력과 정보의 주된 출처는 필자가 2016년 마다가스카르 서쪽 해안을 

3개월간 이동하며 관찰한 내용이며 이미 출간된 문헌을 통해 정보를 보강했다. 

Ⅱ. 역사적 맥락 

현존하는 많은 증거 자료에 의하면 마다가스카르에는 7~9세기 무렵까지 인간이 거주하

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초기 거주자는 동남아시아, 특히 보르네오섬에서 온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첫 거주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마다가스카르가 외부에 알려지고 항해를 한 적이 있

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동남아시아 출신 뱃사람들이 이미 1세기에 인도네시아 군도와 마다

가스카르 간을 항해했다는 주장이 있지만(Hall, 2011) 결론을 내리기에 근거가 뚜렷하지는 

않다. 그러나 1세기에 인도와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와 중국 간의 해상 교역 규모가 상당했

다는 점은 주목해볼 만하다(Hall, 2011). 유럽과 중국의 문헌을 통해서도 마다가스카르에

서의 첫 거주가 일어나기 전과 진행되는 중에 규모가 큰 정교한 범선이 존재했음이 입증된다

(Kumar, 2011, Manguin 1980, 2017). 이러한 범선은 인도와 동남아시아, 동남아시

아와 중국 사이를 항해하는 데 일상적으로 사용됐던 것으로 보인다. 도상학적 기록１)과 침몰

선의 고고학적 발굴 결과 역시 그러한 선박의 존재를 증명해준다. 맨긴(Manguin, 2017)

과 쿠마르(Kumar, 2011)도 초기 동남아시아의 선박 건조에 대한 그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의 해양대국이 일찍이 서기 100년부터 상당한 규모의 선박을 제작하고 소유, 운

항했다고 결론지었다. 

일반적으로 마다가스카르의 첫 정착민들이 아우트리거 카누를 타고 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유럽과의 접촉이 있었던 그 당시 이미 카누가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널리 사용됐고 현재까지

도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식민지 시대 이전과 초기에 마

다가스카르에서 발견된 선박에 대한 정보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 맨긴(2017)은 카누 이외의 

마다가스카르 초기 선박의 존재에 대해 밝힌 학자는 없으며 주로 카누와 동남아시아의 선박

１)   이러한�기록�중�가장�유명한�것은�자바섬�동쪽의�보로부드르(Borobudur)�사원에�남아�있는�8세기경의�불교�유적으로�11척의�
배가�돋을새김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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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카누는 거의 모든 마을에서 제작되며 제작 방법에 대한 지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

으로 보인다(일례로 카누를 누가 만들었느냐는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은 소유자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다양한 제작 방법도 뚜렷이 존재한다. 그 가운데 가장 흔한 방법은 아마

도 동남아시아에 그 기원을 둔 것으로 보인다. 판재들을 평평하게 옆으로 붙여놓고 각 판재

를 아래에 있는 판재와 수직으로 단단히 고정시켜 만드는 방식이다. 상단 판재의 이음쇠 가

까이에 일련의 작은 홈을 파고 나사를 이용해 두 판재를 연결한다. 이러한 방식은 당시 서양

의 나무배 건조 방식과 매우 다른데, 서양 방식은 각 판재를 내부 늑골 뼈대 구조에만 고정하

고 판재들을 결합하는 데 어떠한 연결장치도 사용하지 않는다(겹판 선박은 예외). 마다가스

카르에서 사용된 제작술은 동남아시아, 미크로네시아, 폴리네시아 등에서 사용된 전통적인 

제작 방법과 유사하지만 후자에서는 갑판을 봉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이러한 방식은 전

통 카누를 만드는 지역에서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 갑판을 봉합하는 방식은 다우선의 전통적

인 건조 방식에서도 사용되므로 여기서도 또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금속 나사를 사용

하는 것도 맞닿은 판재를 접합하는 데 맞춤못을 끼워 사용하는 방식에서 진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건조 방식은 동남아시아의 독특한 방식이며 마다가스카르에 첫 거주자가 정착

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보다 앞서 존재했다. 판재를 접합하는 방법으로 금속 나사를 사용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와 철 나사가 사용될 수 있기 전까지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는지는 (

적어도 필자가 아는 한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필자는 동아프리카 이외의 지역에서 이처럼 

금속 나사가 사용된 예를 보지 못했다. 수직으로 판재를 고정해 카누를 만드는 방식 외에도 

서양식 목재 선체를 만드는 방식과 유사하게 내부 늑골에 판재를 고정시켜 만든 카누도 발견

된다. 그와 같은 기술은 유럽과의 접촉이 있기 전까지는 인도양이나 태평양 지역에서 사용되

지 않았으므로 비교적 현대적인 응용 방식으로 보인다. 하나의 통나무 속을 파내어 만든 통

나무배도 볼 수 있지만 이러한 통나무배는 강에서 노를 저어 이동할 때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많은 카누 제작에 있어 판재들을 하나의 통나무 용골 위에 놓고 선수와 선미는 따

로 만들어 붙이는 식으로 다섯 부분의 구조로 이루어진 디자인이 뚜렷이 나타난다. 이러한 

제작 방식은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서 흔히 보이는 독특한 건조 방식이다(Horridge, 

도 상당히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어획, 식량 채집, 판매처로의 물품 운송뿐만 아니라 

농경 활동이나 목재 채집, 등하교, 사회문화적 활동에도 사용된다. 바람이 주요 추진 동력이

지만 바람이 없을 때는 노를 보조적인 동력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50마일 이상 항해하기

도 하고 육지가 보이지 않는 먼바다에서 고기잡이에 사용되기도 한다. 선체도 날렵하고 좁은 

모양에서부터 적재량을 높이기 위해 폭을 넓힌 모양까지 다양하다(그림 2).

<그림 2> 마다가스카르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세일링 아우트리거 카누의 예. 왼쪽 상단의 사진 속의 아우트리거만 풍하측으로 

항해하고 있고 다른 사진 속의 세일링 카누들은 바람의 풍상측으로 항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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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와 차이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파고들지는 않겠지만(이에 대해서는 Doran 1981, 

Cambell 1995, Horridige 2008 참조) 형태상으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난다는 점은 밝힌

다. 주요한 차이점은 돛의 상단과 하단의 끝을 지지하기 위해 이중 원재, 붐(boom)을 사용

하느냐(러그와 스피리트 돛의 경우), 또는 돛의 상단 끝을 지지하기 이해 단일 원재가 사용되

느냐(래틴 돛의 경우)이다.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돛을 당기거나 밀 때 돛이 돛대를 회전

축으로 도느냐 돛의 아래쪽(선수 쪽 하단 모서리)이 고정되어 있어 돛이 움직이고 돛을 조절

할 때 선박의 가운데선을 넘지 않게 되느냐이다. 현재 마다가스카르에서 사용되고 있는 돛은 

래틴 돛으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바람이 배의 들보 앞쪽으로 불 때의 모양과 사용법을 보면 

동남아시아와의 유사성 혹은 동남아시아에서 유래한 후 수정되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따

라서 돛은 삼각형 모양(아랍의 다우선에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사다리꼴 모양이 아닌)이며 돛

의 아래쪽은 주로 카누의 선수 쪽에 고정되어 있어 전형적인 래틴 돛보다는 돛의 아랫자락이 

펄럭이는 스피리트 돛에 더 가까운 모양이 된다. 돛대는 오스트라시아에서 흔히 사용되는 스

피리트 돛과 비교해 앞쪽으로 가파르게 경사진 경우가 많다. 스피리트 돛과의 유사성과 스피

리트 돛에서 유래해 발전했을 가능성은 호르넬(Hornell 1920)의 보고에서도 그 근거를 찾

아볼 수 있는데 가벼운 대나무 하활을 장착한 ‘래틴’ 돛이 20세기 초에 마다가스카르에서 사

용되었다는 것이다.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갈 때는 이러한 범장에 달린 상단 원재가 전형적

인 래틴 리그 선박 형태로 돛대를 중심으로 회전한다. 그러나 뒷바람이 심하게 불 때는 돛이 

거의 수평으로 펼쳐져 사실상 가로돛(square sail)이나 큰 삼각돛인 스피나커(spinnaker)

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술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본 적이 없다(그림 3). 

<그림 3> 커다란 돛을 단 카누가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갈 때 돛이 수평으로 펼쳐진 모습 

2008). 오스트라시아(Austrasia)에 연원을 둔 고유한 방식임이 확인된다. 

필자가 직접 본 카누는 모두 선체의 한쪽 면에만 아우트리거가 부착된 카누 형태였다. 어

떤 것은 아우트리거가 부착된 반대편 쪽에 단이나 돛의 아래 활대인 붐(boom)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도 있었다. 규모가 큰 카누에는 대부분 선미 방향타(stern rudder)가 부

착되어 있어(그림 2) 선수와 선미의 구별이 분명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카누에는 아우트리

거가 좌현에 부착된다. 선미 방향타의 사용은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장치다. 따라서 호르넬

(Hornell, 1920)은 20세기 초의 모든 카누에는 방향 조종에 노가 사용되었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도란(Doran, 1981)은 마다가스카르의 선미 쿼터 러더(quarter rudder) 선미 가

까이에 설비한 노 모양의 키)의 사용은 동남아시아에서 사용된 것과의 유사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크기가 작은 카누는 주로 노로 방향을 조정하며 선수와 선미가 대칭을 이루는 것

이 보통이다. 이러한 카누 중 일부는 태킹(tacking)을 할 때 돛대의 위치를 한쪽 끝에서 다

른 쪽 끝으로 이동시킨다(즉 선수와 선미의 위치가 바뀌도록). 남태평양의 섬사람들이 사용

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이 방법은 션팅(shunting)이라고 불린다. 마다가스카르에서도 선체

가 션팅 때에도 측면에서 대칭을 이루도록 제작되었다. 남태평양 일부 지역에서 제작된 비대

칭 구조의 선체는 선체의 같은 면이 항상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향한다는 유체역학적인 원

리를 활용해 개발되었다.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할 때는 양력이 더 추가된다. 역사

적으로 보면 한쪽 혹은 양쪽에 아우트리거가 부착된 선박 모두 흔한 형태였으나 20세기 초

에 이르러 양쪽 아우트리거 카누 형태가 점차 드물어졌다(Hornell 1920). 그로부터 백 년

이 지나면서 양쪽 아우트리거 카누는 완전히는 아닐지라도 거의 사라졌다. 이러한 변화를 근

거로 하여 한쪽 혹은 양쪽 아우트리거가 초기 형태였는지와 그 상대적인 내항성에 대한 논의

가 진행되었다(Doran 1974, 1981 참조). 필자가 아는 한에서는 양쪽 아우트리거가 사라

진 이유에 대해 마다가스카르의 카누 제작자와 사용자에게 직접 문의해본 적은 없었다. 

범장 가운데 가장 흔한 형태는 삼각돛 래틴 리그(lateen rig)이다. 래틴 리그 혹은 이중 

러그(rug) 사각돛 스피리트 돛(spirit sail)을 사용하느냐는 대체로 지역별로 분포가 다르게 

나타난다. 전자는 주로 서인도양, 특히 아랍 다우선에서 가장 뚜렷하게 사용되었으며 후자는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독특한 산물로 드러났다(Campbell 1995). 다양한 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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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카누에서 펼쳐진 돛이 차지하는 면적은 상당히 놀랍다(그림 3). 카누는 속도와 내항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요트를 타는 사람들이 정박지를 떠나기를 주저할 만한 조건에서도 카누

는 바다로 나가 항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돛은 보통 면으로 만든다. 해진 부분을 여러 번 덧

대거나 구멍이 난 채로 돛을 달고 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는 것을 보면 돛의 소재가 비교적 

비싼 것으로 짐작된다. 사실상 날려가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로 보이는 상태의 돛도 있다(그

림 2와 3). 선체와 원재의 건조 상태도 원시적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기술과 능력이 부족해

서라기보다는 소재와 자금 부족 때문으로 보인다. 사실 선체를 보면 기술 면에서 상당히 정

교하고 수준이 높다. 대체로 침로 전환도 잘 관리되고 있고 배 수리 작업이 이루어지는 모습

이 자주 목격된다. 이용 가능한 소재와 도구가 최소한인 상황에서도 기능적이고 우수하며 효

율적이면서도 심미적으로도 뛰어난 선박을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인상적이다. 

2. 다우선 

마다가스카르에서 ‘다우선’은 주로 물자 수송에 사용되는 비교적 큰 규모의 선박을 가리킨

다. 선체는 폭이 넓고 흘수가 낮으며 비교적 평평한 선저면에 작은 외부 용골이 평평한 선미 

가까이에 있는 모습이다(그림 5). 다우선을 건조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재료가 필요하다. 

먼 곳의 전문 조선공이 현지에서 채취한 목재로 만든다. 용골은 자연적으로 구부러져 있는 

나뭇가지로 모양을 만든다. 설계도면이나 인쇄본 같은 것은 없다. 육안으로 형태를 본떠 용

골, 선수재, 선미재와 몇 개의 측면 늑골로 모양을 잡은 뒤 작은 나뭇가지로 뼈대를 세운다(

그림 6). 뱃전의 외판을 포개지 않고 맞대어 붙인 뒤 틈을 메워 만든다. 

다우선은 커다란 돛이 달린 래틴 리그를 장착한다. 태킹은 보통 바람 부는 방향으로 항해

할 때는 돛을 놓아주고 (즉 돛을 한쪽 뱃전에서 다른 쪽 뱃전으로 돌리는 방식) 활대 끝을 돛

대 앞으로 돌리면서 버팀줄을 반대쪽 뱃전으로 돌려주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특히 바

람이 거셀 때는 힘든 일일 수 있고 펄럭거리는 돛을 조절하는 데 몇 분이 걸릴 수도 있다. 또

래틴 리그에 더해 어떤 카누에는 두 개의 활대를 V자 형태로 장착한 가로돛 범장을 사용하

기도 한다(그림 4). 

<그림 4> 앞바다에서 조업하는 작은 세일링 카누. 가로돛과 V자형 원재가 받치고 있는 돛을 단 모습이다. 

도란(Doran 1981)은 이러한 범장을 이중 스피리트 돛이라고 지칭했지만 그밖에도 여러 

다른 이름이 붙여졌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범장은 마다가스카르, 스리랑카, 몰디브에

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며 수마트라와 홍해에서 사용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두 가

지 예도 있다(Doran 1981). 해당 범장은 여러 측면에서 평가되기도 하는데 아마도 오스트

랄라시아(Australasia)의 스피리트 돛의 원시적이고 초기적인 형태, 태킹을 위한 션팅을 

개발하는 과정의 원본격인 범장, 또는 최근의 현대적인 개발 형태(Doran 1981; Camp-

bell 1995, Horridge 2008)로 간주되기도 한다. ‘발전된’ 형태의 범장이 존재함에도 불구

하고 이전의 범장 형태가 마다가스카르 서부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오전에는 

육연풍이 육지에서 바다로 불고, 늦은 오후에는 해연풍이 바다에서 육지를 향해 부는 일간 

패턴이 매우 예측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션팅이 용이하고 돛을 올리고 내리는 

것이 간단하기 때문이다. 이 범장은 마다가스카르에서 주로 연안의 어장을 오가기 위해 어부

들이 작은 카누를 탈 때 사용된다. 그러나 이렇게 변형된 형태의 범장이, 두 개의 돛과 원재

를 싣고 가는 중간 크기의 카누에도 사용된 예가 목격되기도 했다. 이런 점을 볼 때 해당 범

장이 계속해서 사용되는 이유가 어떤 상황과 풍향의 조건에 매우 잘 들어맞기 때문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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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배들은 ‘다우선’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필자의 눈에는 고대의 전통적인 다우선에서 직접

적으로 파생된 형태를 나타내는지는 분명해보이지 않았다. 고전적인 아랍 다우선과의 유사

성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아랍 다우선은 양쪽 끝, 특히 선미 쪽이 높고, 높은 건현에 

양끝이 같은 모양이며 흘수가 더 깊고 선체 바닥이 둥글며 용골은 반원형이다(Canbrook 

Pictures, 2002). 마다가스카르에서 사용되는 돛은 삼각형 모양이며 전통적이거나 현대적

인 아랍의 다우선 모두에서 발견되는 사다리꼴 모양의 돛은 아니다. 현재 운반선의 건조 방

식은 유럽식 방법이 반영되어 있다. 인도양에서 전통적인 선박 건조 방식에 사용된 판재 봉

합이나 맞춤못 접합 방식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부분도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일부 아우

트리거의 사용은 아우트리거가 카누뿐만 아니라 규모가 큰 선박에도 흔하게 사용되는 동남아

시아 방식과의 유사성을 시사해준다. 아랍의 다우선 전통에서는 아우트리거를 사용하지 않

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마다가스카르 다우

선에서의 아우트리거 사용을 현대적인 도입으로도, 오래된 전통의 흔적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림 7> 풍하측으로 커다란 아우트리거가 부착된 다우선이 항해하고 있다.  

한 삼각돛 래틴 리그가 장착된 다우선에서는 돛과 활대 끝을 내리고 반대쪽 뱃전에 위치를 잡

은 다음 다시 돛을 올리는 식으로 태킹이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태킹하는 모습을 필자가 직접 본 적은 없다. 선체 한쪽에만 큰 아우트리거를 부착하고 항해

하는 다우선을 본 적은 있다(그림 7). 다우선의 흘수는 조수에 따라 제한을 받으며 주요 용도

는 물자 수송이다. 대부분 지역에 정박을 위한 기반 시설이 거의 혹은 전혀 없다. 만조 때는 

그냥 배를 해변가에 기울여놓고 짐을 부린다(그림 8). 

<그림 5> 마다가스카르 연안에서 흔히 사용되는 흘수가 낮고 폭이 넓은 전형적인 모양의 다우선 선체 

<그림 6> 마다가스카르 서쪽 해안의 작은 마을에서 건조 중인 다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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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림 9)

 

<그림 9> 마다가스카르 서쪽 해안에 정박된 전형적인 화물 운반용 개프 돛 스쿠너. 이 스쿠너에는 포마스트(foremast) 상부에 

톱마스트가 있지만 메인마스트(mainmast)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다. 

Ⅳ. 현지 공동체를 위한 역할과 중요성 

범선은 마다가스카르 해안을 따라 형성된 공동체의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이고 중대한 역할

을 한다. 마다가스카르는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섬으로 해안이 남북 방향으로 약 1,000마일

에 걸쳐 펼쳐져 있다. 상당한 인구수(2천6백만 명)에 자연자원이 풍부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빈곤하다(예: 1인당 GDP가 400달러로 UN이 산출한 개발 지수에 따르면 188개 국가 중 

158위이다.) 인구의 상당수가 수많은 어촌 마을과 연안 섬에 밀집되어 있다. 이러한 어촌 마

을은 경제적·물질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으로 꼽힌다. 인접한 육지 대부분은 농

사를 짓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고 어촌 마을 공동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게다가 육로 수송

이 존재하지 않거나 경제성이 떨어진다. 도로가 있더라도 주로 4륜구동식 차량만 통행할 수 

있고 이마저도 우기에는 보통 통행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이들 마을에서는 외부세계로 통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어촌 공동체가 경제적으로 빈곤한 것이 

사실이지만 지속가능성과 성장 가능성은 있다. 

기아, 위생, 생필품과 주거지 등이 마다가스카르의 중대 이슈는 아니다. 필자의 눈에는 활

<그림 8> 다우선이 싣고 온 짐을 해변에서 직접 내리고 있다. 

3. 스쿠너(Schooner)

스쿠너는 세 가지 유형의 범선 가운데 가장 흔치 않은 종류이다. 스쿠너는 마다가스카르 

범선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으로 이에 대해 프랑스어로 된 책이 여러 권 나와 있고 이들의 역

사를 기록한 항해 잡지 기사나 인터넷 방송이 나와 있다２) 서쪽 해안을 따라 남향으로 내려가

다 보면 좀 더 흔하게 볼 수 있다. 목재 스쿠너 건조 역사는 19세기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

가는데 이때 서쪽 해안에 거주하는 일부 마을 주민들이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큰 선박을 필

요로 했다. 당시 재위 중이던 마다가스카르의 국왕이 프랑스에 도움을 청해 레위니옹(Re-

union Island)에서 조선공들이 마다가스카르로 파견됐다. 곳곳에 기록된 역사적인 우여곡

절 끝에 벨로 몬테(Belo Monte) 부근 지역에 유럽식 선박 건조 산업지가 세워졌고 오늘날

까지도 번창하고 있다. 이곳에서 건조된 스쿠너 스타일 선박은 역사적으로 프랑스 브르타뉴

(Breton) 지역에서 발견된 스쿠너 스타일 선박과 유사하다. 매년 10여 척의 새로운 스쿠너 

선박이 벨로 몬테에서 진수된다고 한다. 이 스쿠너는 개프(gaff) 돛 형태를 달고 있다. 보통

은 돛대가 두 개지만 세 개의 돛대가 달린 스쿠너도 볼 수 있다. 톱마스트(top mast)를 달

고 중간돛(top-sail)을 제일 아래 돛 위에 달지만 이러한 형태가 그렇게 자주 보이지는 않

는다. 보조적인 동력 장치는 없으며 바람이 잔잔할 때 조수를 이용해 정박지와 강을 들고 난

２)  �예:�BBC�story�–�http://www.bbc.com/news/world-africa-4055512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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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경험에 근거할 때 마다가스카르의 범선은 그 오랜 역사와 높은 수준의 기능성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후진적’이거나 ‘투박한’ 것으로 여겨진다. 선외, 선내 모터와 유리섬유 소재

의 현대적인 스키프(skiff)에 강철이나 알루미늄 소재의 큰 선박 등이 더 선호되고 현대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다시 말해 이런 선박들이 실질적인 향상과 발전 상태를 상징한다고 여겨지

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현지 공동체 내부와 외부세계의 공통된 관점이며 특히 개발과 원

조 프로젝트에 관계된 사람들의 경우에 더욱 두드러진다. 그러나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범선

은 내항성이 뛰어나고 빠르며 기능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오랜 세월에 걸쳐 현지 조건에 맞

도록 진화해온 산물이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범선 건조, 항해, 공정과 관련된 엄청난 기술

과 지식이나 운송 수단으로서의 범선의 적합성과 기능성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나 이해가 거

의 없어 보인다. 범선에서 모터를 장착한 선박으로의 교체가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와 영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알려지지 않거나 평가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와 영향은 상당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예가 있다. 

 • 경화(hard currency)를 벌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연료를 

구매하기 위한 현금에 지속적으로 의존해야 한다. 

 • 규칙적인 관리와 수리에 필요한 기반 시설과 전문가가 부족하다. (이런 조건에서는 모

터의 수명, 특히 선외 모터의 수명이 매우 짧아질 수 있다.)

 • 현지 마을에는 신뢰할 수 있고 깨끗하며 물이 섞이지 않은 연료를 제공해줄 수 있는 공

급처가 부족하다.

 • 해상용으로 제작되지 않은 보트(특히 스키프와 소형 모터보트) 사용과 관련된 안전 문제

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보트를 백업이나 여분의 선외 모터 없이 사용하면서 어떤 거리

도 노를 사용해 갈 수 없는 상황일 경우 특히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 

 •과적과 과도한 승객 승선으로 안전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그림 11)

 • 연료비가 반영된 수송 비용이, 사용 가능한 소득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므로 

사회적·문화적으로 공동체 내의 교류가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 뛰어난 범선을 제작하고 항해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러한 능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립

능력이 부여해주던 자부심과 자존감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발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문화적 유산이 보였다. 이런 점의 상당 부분은 범선과 바다로 이동

할 수 있는 능력에 기인한다. 이들에게 선박이란 식량(특히 단백질)을 구하고 교역을 하고 거

주지를 짓기 위한 무상의 물자 등의 물자를 운반하고 물자와 공예품을 만들기 위한 곳으로 이

동하고 자녀를 등하교시키며 마을 간의 사회·문화적 소통을 유지하고 가족과 친지와의 접촉

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비현금성의 기능적 수단이다.

현지 공동체에서 이러한 선박이 갖는 문화적 중요성은 도처에서 배를 건조하는 모습이나 

아이들이 모형 카누나 다우선을 띄우는 모습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런 모형 보트는 흔히 보

이는 아이들의 유일한 ‘장난감’이다. 다양한 연령대에 걸쳐 남자아이들이 스스로 이런 모형을 

만든다. 어린아이들이 만든 모형은 간단할 수 있지만 좀 더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 만든 모형

은 선체나 범장 모양이 실제 크기의 선박을 정확히 본뜬 모사품 같다(그림 10). 아이들은 자

부심과 기쁨을 느끼며 이러한 모형을 바다에 띄운다. 이러한 모형 선박은 선박 건조와 실제 

크기 선박의 항해술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그림 10> 마다가스카르 서쪽 해안 마을의 소년들이 만들고 물에 띄우는 모형 범선의 예. 왼쪽 사진의 모습에서 이런 모형 배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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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만들고 항해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마다가스카르에는 해안 공동체 주민의 일상생활에 활력을 주고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는 

오래되고 풍부한 항해의 유산이 있다. 역사적이고 인류학적인 견지에서 볼 때 이러한 선박

과 사용 현황, 시골 해안 공동체 마을에서 이러한 선박이 갖는 중심적인 역할에 담겨진 지식

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기록하고 문헌화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그러나 학문적이고 연

구적인 목적이 이러한 작업을 착수하는 주된 이유나 우선순위는 아니다. 이처럼 풍부한 문화

적 유산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현지 공동체 외부에는 대체로 알려져 있지 않으며, 심지어 현

지에서조차 충분히 인정받고 있는지 불분명하다. 태평양 지역의 전통적인 항해 문화를 보존

하고 기록하려는 폭넓은 노력이 계속되어 왔지만 이러한 노력이 마다가스카르나 아프리카의 

타 지역에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예를 들어 태평양과 아시아 지역에서는 태평양 섬과 아시

아 해안 마을 공동체의 전통적인 항해 문화를 보존하고 문헌화하는 것이 목표인 유네스코 무

형문화유산프로그램(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gram (ICH))과의 협력하에 많

은 관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노력은 전통선박을 축조하고 광범위한 항해에 착수

하는 등 여러 가시적인 프로젝트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마다가스카르나 동아

프리카 지역을 위한 유사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필자가 접촉한 해양 문화 

인류학자들도 태평양 섬 지역의 카누 건조와 항해 전통을 문헌화하고 보존하는 데 적극적으

로 관여하고 있음에도 아프리카 지역의 광범위한 카누와 항해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

고 있거나 현재 어느 정도까지 그러한 문화가 존속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심

지어 마다가스카르 내부에서도 해양 자원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데 관여하는 사람들도 현지의 

해양 문화에 속한 범선의 현황과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였다. 

Ⅴ. 결론

지금 현재 마다가스카르에서 발견되는 풍부한 해양 문화유산이 보호·발전되기 위해서는 

합치된 노력과 실질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러

한 노력 안에는 선박 건조, 항해와 유지 보수와 관련된 기술뿐만 아니라 이러한 선박들이 해

안 마을 공동체 내에서 갖는 경제적·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기록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림 11> 어떻게 운행하고 유지할 것인지 현지 사정을 고려한 대안 없이 현대적인 선박을 부적절하게 도입했을 때 증대할 수 있는 안전 

위험성을 보여주는 예

이러한 결과는 규모가 작고 고립된 공동체일수록 더욱 큰 타격으로 오게 될 것이다. 필자

는 여러 지역에서 이런 점을 직접 목격했다. 특히 마샬군도(Marshall Islands) 내 중심부

에서 떨어진 몇몇 산호섬에서 이런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곳에서는 현지 선박이 ‘개

발’ 프로젝트의 결과로 선외 모터를 장착한 유리섬유 소재의 스키프로 교체되었다. 선외 모터

의 상당 부분이 작동 불가능했으며 필요한 자재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스키프가 수리

를 필요로 했다. 연료와 연료 구매 비용 모두 부족했다. 산호섬 내부와 주변에 생선이 풍부하

게 있는데도 식탁에서 신선한 생선이 크게 줄어들었다. 제2형 당뇨병 같은 질병이 만연하면

서 건강 문제도 악화되었다. 연료 부족과, 연료가 있다 해도 구매비 부족으로 타 공동체나 심

지어는 같은 산호섬 내에서도 사회적 교류가 줄었다. 이러한 산호섬의 상황과 생활방식은 범

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산호섬과 비교했을 때 매우 대조적이었다. 범선을 그대로 유

지한 곳에서는 생선이 식단에 자주 올랐으며 산호섬 내의 다양한 마을 간의 사회적 교류가 활

발히 이루어졌다. 주민들이 카누를 건조하고 운행하는 것에서 자부심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뚜렷이 보였다(일례로 해마다 카누 선대를 대상으로 한 경주 대회 리게타(regatta)가 열리

는데 주민들은 몇 달 전부터 많은 기대감에 들떠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선박과 돛을 준

비한다). 전통적인 카누를 현대적인 선박으로 교체한 곳에서 또 한 가지 현저하게 드러나는 

점은 카누 건조와 항해를 위한 기술과 지식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카누가 없

는 산호섬 주민들에게 ‘현대적인’ 스키프와 선외모터보트 때문에 많은 수송 문제를 겪고 있다

면 왜 카누를 만들어 사용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한결같이 돌아오는 답은 이제 더 이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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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작업에서 현지 주민의 관여와 참여가 큰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 이러한 기록 작

업은 주민들의 선박과 기술, 지식에 대한 자부심과 그 진가에 대한 인정을 고취하는 것을 목

표로 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는 마다가스카르와 그 밖의 지역에서 관리와 개발을 담

당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해안 마을 공동체 내에도 널리 배포되어야 한다(예: DVD, 소책

자 등). 이러한 작업은 해양 수송과 어업에 초점을 둔 미래의 프로젝트를 위한 정보 기반 마

련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한 미래 개발 프로젝트는 현존하고 

있는 선박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고 적합한 발전을 가져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

다(예를 들어 선박을 건조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질 좋은 자재[돛, 페인트, 조임장치 등]를 

적절히 제공하고 선박의 제작과 항해에 필요한 훈련과 교육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한다). 세계

화 추세를 고려할 때 ‘현대적’인 배와 추진 방식의 도입에 대한 압력이 거세며 앞으로도 점점 

강도가 세지기만 할 것이다. 전통을 보존하려는 예방적인 노력과 함께 전통적인 항해 문화에 

대한 인식과 제대로 된 평가를 제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이처럼 높은 가치를 지니는 

문화적 전통을 잃게 될 것이며 그러한 손실은 현지 주민들에게 심각한 결과로 돌아오게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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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sland of Madagascar is among the last, if not the last, large coastal region where open-
ocean, sailing vessels remain the predominant crafts being used for both fishing and transport of 
goods and people. A rich diversity of sailing vessels and associated cultural heritage exists that are 
fundamental to the daily life of coastal communities. Awareness and knowledge of this heritage 
is largely unknown outside of the local communities and even here, it is not clear that it is highly 
appreciated. Development pressure to adopt “modern” boats and methods of propulsion are in-
tense, but this would result in large dependencies and negative consequence for the sustainability 
and wellbeing of these communities. There is an urgent need for concerted efforts and programs to 
foster and safeguard this sailing heritage that will motivate preference for its continued utilization. 
This work needs to include a large element of local participation and involvement. Its focus needs 
to be on documenting the role and value of these vessels in terms of their economic and social im-
portance as well as recording the skills involved in building, sailing, navigating and maintaining 
them. Such documentation should aim to foster a pride and appreciation in their vessels, skills and 
knowledge. This information needs to be distributed and presented widely within the coastal com-
munities as well as those involved with management and development in Madagascar and beyond. 
Without such efforts, this highly valuable cultural heritage will likely be lost with devastating local 
consequences.

The island of Madagascar off the south-eastern tip of Africa is among the last, if not the last, 
large coastal region where open-ocean, sailing vessels remain the predominant crafts being used 
for both fishing and transport of goods and people. It retains a rich diversity of sailing vessels that 
are fundamental to the daily life of coastal communities on this fourth largest of the earth’s islands. 
With its earliest settlers having arrived from the Malaysia/Borneo archipelago from which it inher-
ited a rich tradition of outrigger canoes (e.g. Hurle et al 2005; Adelaar, 2006). In addition, being at 
the cross roads of the Atlantic-Indian Ocean trade routes, ithas absorbed, combined and maintained 
traditions and knowledge of sailing crafts and their use from four of the main sources that make 
up mankind’s global maritime history: (1) the Southeast Asian/Polynesian outrigger canoe, (2) the 
Southeast Asian jong and related vessels, (3) the Arab dhow and (4) the western fore-aft rigged 
schooner. While such vessels have largely disappeared from the fishing, transport and commercial 
fleets of the world, they remain abundant along the western coast of Madagascar and continued 
to be constructed using traditional boat building approaches (Figure 1).  There appears to be little 
awareness, appreciation or documentation of these fleets of sailing vessels or their importance in the 
daily life of the people living there. If development policies favour the adoption of motorized, pe-
troleum-fuelled engines, then this sail-powered transport system will likely disappear in just a few 
years as it has in so many other places in the world with negative consequences for the local com-
munities. This article provides an initial effort to document this extensive fleet of sailing vessels and 
their importance for the sustainability and social value to the communities who now use them.

The impetus for this article and the main source of information come from observations 
made by the author during a three month transit along the western coast of Madagascar in 2016 
augmented by information in published sources.

Historical Context

A large body of evidence exists which suggest that Madagascar remained void of human 
habitation until around the 7th to 9th century and that the initial settlers arrived from SE Asia, most 
likely from Borneo. It is unclear whether knowledge of the existence of Madagascar and voyages to 
it predated its initial settlement. It has been asserted that Southeast Asian based seamen were sailing 
between the Indonesian archipelago and Madagascar as early as the first century ce(Hall, 2011), 
but the basis for this conclusion is not clear. It worth noting that by the first century ce, there existed 
extensive maritime trade between India and SE Asia and between SE Asia and China (Hall,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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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nd from India and South East Asia and was sub sequentially colonized. This in turn would have 
been another major influence. Thus, for a 1000 years or more, Madagascar has been a cross road 
for vessels representing very different maritime technologies and traditions. The current vessels are 
a rich source of information about these different tradition - both their origin and evolution. This in 
turn can provide insights into Madagascar’s origin and cultural heritage, as well as a greater under-
standing of the evolution of sailing technology and mankind’s maritime history.

The Different Vessels

Canoes

The sailing canoe is the most numerous of the three types of sailing vessels found in Mad-
agascar. They come in a wide variety of sizes and styles (e.g. Figures 2). They are used for a wide 
variety of functions including fishing, food gather, transport of goods to market, and travel for ag-
riculture, for gathering of wood, to school and social and cultural activities. While wind is the main 
source of propulsion, they do have paddles for use as an auxiliary source of power in periods of no 
wind. They undertake voyages in excess of 50 miles and can be encountered fishing far out to seas, 
well beyond the sight of land. A large variation exists in hull designs from sleek, narrow ones to 
broader ones with increased carrying capacity (e.g. Figure 2).

European and Chinese textural references attest to the existence of sophisticated, large sailing ves-
sels from SE Asia prior to and during the period of the first settlement of Madagascar (Kumar, 2011, 
Manguin 1980, 2017). These vessels were apparently routinely making voyages between India and 
SE Asia and SE Asia and China. Iconographic depiction１) and recent archaeological discoveries of 
sunken vessels also confirm the existence of such vessels. Both Manguin (2017) and Kumar (2011) 
concluded based on their research into early SE Asia shipbuilding that SE maritime powers built, 
owned and operated ocean going vessels of considerable size as early as 100ce. 

It is generally assumed that the first Madagascar settlers arrived by outrigger canoe, ap-
parently based on the extensive use and existence of such canoes at the time of European contact 
and their persistence into current times. However, there appears to be a paucity of information 
about the vessels found in Madagascar in pre and earlier colonial times. Manguin(2017) notes 
that no scholars have written about the earlier vessels that may have existed in Madagacar outside 
of canoes and the main focus has been on affinity between the canoes with those in SE Asia. I, 
also, have not been able to find any description of the historic sailing vessels in Madagascar that 
pre-date the 19th century. It does seem plausible that in fact the first settlers could have voyaged 
in the larger sailing vessels (e.g, thejong) that were in use in SE Asia at the time. Kumar (2011) 
suggests that this may have occurred.  If this were the case, then canoe technologies existing in 
SE Asia could have been transferred by them for inshore transport and fishing uses in this wa 
than by the canoes, themselves, actually having undertaken the voyages. A better understand-
ing of the possible affinity between the existing sailing vessels and their affinity in Madagascar 
to traditional vessels in other parts of the Indian Ocean could potentially provide useful insights.  
Coincidental with the reputed pre-settlement voyages to and the actual settlement of Madagascar 
was th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the maritime silk road in the Indian Ocean.  By the 10th 
century, Arab sailors were trading along the entire coast of East Africa and also the Madagascar 
coast. Madagascar became part of the extensive trade network encompassed by the Maritime Silk 
Road, even if it was not directly on the main sea routes. Such interactions undoubtedly influence the 
subsequent vessel and voyaging traditions of the initial settlers. Beginning in the sixteen century, 
Madagascar also became an important port of call in the sailing routes used by Europeans voyaging 

１)　 The most famous of these are the 11 vessel depiction in the 8 century relief carvings in the Borobudur Buddhist mon-
ument in east J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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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ach then that used in western wooden boat building, where each plank is only fastened to an 
internal rib skeleton structure and without any mechanical attachment between adjoining planks (lap 
strake vessels being an exception). This technique used in Madagascar is analogous to that used in 
the traditional building of canoes in South East Asia, Micronesia and Polynesia, but in the latter, the 
planks were sewn together and continue to be done this way in places where traditional canoes are 
still made. 

Figure 2. Examples of the various forms of sailing outrigger canoes seen in Madagascar. Note that the one 
sailing in the upper left hand corner has its outrigger to leeward while the other canoes that are sailing have 

them to windward.

Figure 1.  Typical beach scene in the larger villages and town along the western coast of Madagas-
car. In the upper picture can be seen a variety of outrigger sailing canoes plus 3 coastal 
schooners in the back ground. The middle one illustrates the large sailing dhows, although 
some sailing canoes can be seen hidden among them as well as the masts of a schoo-
ner in the background. The bottom ones shows a mixtures of dhows and sailing canoes. 

These canoes are built in almost every village and knowledge of how to build them appears 
to be widespread (e.g. the general response to the question of who made an owners canoe was that 
the owner built it himself).  Different building methods are evident. Perhaps the most common of 
these may reflect their likely SE Asian origin. Thus, they are flushed planked with each planked 
being fastened vertically to the plank beneath it.  A series of small notches are made near the joint 
of the upper plank and screws are used to bind the two planks together. This is a very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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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dred years on, they seem to have almost, if not completely disappeared. This reason for this shift 
has been the subject of controversy about whether the single or double outrigger was the earliest 
form and their relative seaworthiness (see Doran 1974, 1981). As far as I am aware, no inquiry has 
been made asking the builders and users of the canoes in Madagascar about the reason for abandon-
ment of the double outrigger. Such inquires could provide useful insights.

The most common rig seenis a form of a lateen rig. In general, there is a distributional sepa-
ration in the use of lateen versus double lug and spirit sail based rigs. The former being found in the 
Western Indian Ocean and most notably used on Arab dhows while the latter were a unique product 
of SE Asia and Oceania (Campbell, 1995). I will not go into detail discussion of the differences and 
variety of rig types (see Doran 1981, Cambell, 1995 and Horridige2008 for this) but note that these 
are morphologically distinct. The main distinguishing feature is whether a double spars (boom) are 
used to support both the upper and lower edges of the sail (lug and spirit sails) or there is only a 
single spar on the upper edge (lateen sails). Another important distinction is weather the sail pivots 
around the mast as the sail is pulled in and out or weather the foot of the sail (the lower, forward 
corner) is fixed so that the sail does the move and the sail does not extend across the center line of 
the vessel when being trim. While the current sails in Madagascar can only be classified as lateen, 
their shape and use when the wind is forward of the bean suggests some possible affinity and pos-
sibly an original SE Asian origin that subsequently was modified. Thus, the sails are triangular (not 
trapezoidal as found in the typical Arab dhow vessels) and the foot is often secured to the bow of the 
canoe so it set and sailed more like a lose-footed sprit sail than a typical lateen one. The masts are 
often raked steeply forward, compared with the spirit sail rigs use in many Austrasia canoes. This 
affinity and possible evolution from a sprit sail origin would also be supported by reports in Hornell 
(1920) that “lateen” sails with lower light bamboo boon were in use in Madagascar in the early 20th 
century. However, when going down wind, the upper spar on these rigs can be rotated around the 
mast in the manner of a typical lateen rigged vessel.  The sail is sometimes, hung nearly horizontal 
when the wind is dead behind so that the sail in effects acts like a large square sail or spinnaker - a 
technique that I have not seen in other places (Figure 3).

Sewing of planks was also used, however, in the traditional building of dhows so it is not 
clear whether this too may have been an influence. The use of metal screws in this fashion could 
also represent an evolution of the method in which dowels were inserted between adjacent planks to 
bind them together. This construction method was unique to SE Asia and was in existence prior to 
the estimated time of the first settlers in Madagascar. For how long metal screws were used in this 
way to bind planks together and what method was used prior to steel screws being readily available 
is unknown (at least to the author). I have not seen this use of metal screws outside of east Africa. 
In addition to this vertically-fastened planked building method, canoes can also be found that have 
internal ribs with the planks fastened to them in a manner similar to a Western built wooden hull. 
This apparently is a relatively modern adaption as such techniques were not used in the either the 
Indian or Pacific Oceans prior to European contact. One also sees dugout canoes hollowed out from 
a single log, but these appear to be used mainly for river transport using paddles for locomotion. 

Also evident in the building of many of the canoes is the five part haul construction design 
in which the planks are built upon a single log keel and with separate carved bow and stern pieces. 
This method of construction is unique and common, in SE and Oceania (Horridge, 2008). It is a 
further confirmation of the original Austrasia origin 

The canoes that I observed were all single outrigger in design. Some had platforms or 
booms extending outward on the side opposite of the outrigger. Most of the larger canoes had stern 
rudders (Figure 2) with a well define distinction in form between the bow and stern, In these ves-
sels, the outrigger was attached on the port side. The use of stern rudder may be a relatively recent 
development. Thus, Hornell (1920) states that in the early 20th century that paddles were used by all 
canoes for steering. However, Doran (1981) reports that the use of quarter rudders in Madagascar 
as showing their distributional affinity with those in SE Asia. Smaller canoes were mainly steered 
with paddle and were generally symmetrical fore and aft. In some of these vessels, the mast posi-
tion is moved from one end of the vessel to the other when tacking (i.e. bow and stern position are 
reversed) in a manner similar to that used by islanders in the South Pacific. This method is referred 
to as shunting. The hulls in Madagascar were also symmetric laterally, even when designed shunt-
ing. Asymmetric hulls which developed in some parts of the South Pacific to take hydrodynamic 
advantage of the fact that the same side of the hull is always to windward. This can provides added 
lift when heading to windward. Historically, both single and double outriggers were reported to be 
common but by the early 20th century, the double outriggers were becoming rare (Hornell 192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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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often with gaping holes. In fact, it seems miraculous that they do not blow out in the conditions 
they are being used (e.g. Figure 2 and 3). Similarly, the construction of hulls and spars might ap-
pear primitive, but again this appears to reflect more a paucity of materials and funds then skill and 
ability. In fact, the hulls reflect a high level of sophistication and skill. In general the hauls are well 
maintained and one frequently sees maintenance work being under taken.  The production of such 
functional, strong and efficient crafts that are also aesthetically beautiful given the minimal amount 
of available material resources and tools is impressive.

Figure 4. Small sailing canoes used for off-shore fishing illustrating the use of a square sail and V-spar rig.

Dhows

The “dhows” in Madagascartend to be relatively large crafts used principally for the trans-
port of goods. They are broad, shallow draft hulls with relatively flat bottom and a bit of ansmall 
external keel near their flat stern (Figure 5).They require a substantial investment in time and ma-
terial for their construction.  They are built by specialized builders in remote locations from locally 
gathered timbers. The ribs were fashioned from naturally occurring curved limbs. There appears to 
be no paper plans or tables of off-sets. The design is by eye and accomplished by setting up a frame-
work of small twigs after fashioning the keel, stem, stern posts and a couple of lateral rib stations 
(Figure 6). These vessels are carvel planked and caulked. 

Figure 3. A large sailing canoe with the sail hung horizontally for sailing downwind.

In addition to a lateen rig, some canoes use a form of square-sail rig in which two masts are 
deployed in an upward V configuration (Figure 4). This rig is referred to as the double spritsail by 
Doran (1981), but also has received various other names. In historical times, it has had a restricted 
distribution having been described as onlyin use in Madagascar, Sri Lanka and the Maldives and 
two examples of its possible occurrence in Sumatra and the Red Sea (Doran 1981), This rig has 
sometime been considered variously as primitive and perhaps the original form of the Australasian 
sprit sail, the progenitor rig in the development of shunting technique for tacking or a recent, mod-
ern development (Doran1981;Campbell 1995, Horridge 2008). Its persistence here in western Mad-
agascar when other more “advance” rigs available would appear to be due to its suitability for the 
very predictable diurnal pattern of land breezes blowing out to sea in the morning and sea breeze 
blowing toward shore in the late afternoon. It is also easily amendable for shunting and for lowering 
and rising. This rig primarily is used in Madagascar by fishermen in small canoes to take them in 
and out to off-shore fishing ground. However, I have also seen this configuration used in medium 
sized canoes, in which two sets of sails and spars are carried on board. This suggests that the reten-
tion of this rig is due to the fact that it is highly suitable in some situations and wind conditions.

The amount of sail area flown by these canoes can be quite impressive (e.g. Figure 3). The 
canoes are both fast and seaworthy. They can be seen heading out and sailing in conditions in which 
many yachtsmen would hesitate to leave port. Sails are generally made of cotton. The material must 
be costly relative to available funds as indicated by the fact that sails are generally highly pat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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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dhows employ a lateen rig with large sails. Tacking is generally done by letting the 
sail free when heading downwind (i.e. jibbing) sail and moving the yardarm around the front of the 
mast while at the same time changing the guy lines for the mast to the opposite side of the vessel. 
This can be a rather arduous task, particularly in stronger winds, and can take several minutes be-
fore the flaying sail is tamed. It is also reported that tacking is done by dhows with lateen rigs by 
lowering the sail and yardarm and repositioning them on the opposite side before re-hoisting. How-
ever, I never observed vessels using this approach. I have seen some dhows sailing with a single, 
large attached outrigger (Figure 7).  The draft of these vessels is constrained by the tides and their 
primary function for the transport of goods. Thus, in most places, there is little or nothing in the way 
of a port infra-structure. Vessels are simply careened on the beach at high tide and unloaded by hand 
(Figure 8).

Figure 7.  A dhow under sail with a large outrigger attached to leeward.

Figure 5. Typical shape of dhow hulls, with shallow draft and broad beam in common use on the coast of 
Madagascar

Figure 6. A dhow under construction in a small village on the west coast of Madagas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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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tter half of 19th century when some villagers on the west coast sought larger vessels to trans-
port cargo. The then reigning king of Madagascar requested help from the government of France 
and shipwrights were sent from the Island of Reunion. After a somewhat convoluted history that 
has been document elsewhere, a European style boat building industry was established in the area 
around Belo Monte, which continues to thrive until to the present day. Here, schooners style vessels 
similar to those historically found in Breton are built. Around a dozen new vessels are reported as 
being launched each year. These schooners are gaff rigged. They are usually two masted but some 
three masted vessels can be seen. They may carry top mast and set top-sails in addition to their low-
er sails (Figure 9), but this seems to be becoming less frequent.  They possess no auxiliary power 
and in periods of light winds are dependent upon the tides to work their way in to and out of ports 
and rivers. 

Figure 9. A typical cargo carrying gaff rigged schooner on the west coast of Madagascar. This one has a top 
mast on the foremast but none on the main.

Figure 8.  Unloading of cargo directly on the beach that had been transported by dhows

 

While these vessels are referred to as “dhow”, it is not clear to me that they represent a 
straightforward and direct derivative of the ancient traditional dhow. Thus the hauls vessels bear lit-
tle resemblance to the classical Arab dhows. The latter have high ends particularly in the stern, were 
double end with high free board, deeper draft with round bottoms and fuller keels (Canbrook Pic-
tures, 2002). The sails used in Madagascar are triangular and not trapezoidalas found on both histor-
ical and modern Arab dhows. The current haul construction reflects European methodology. It bears 
no obvious reminisces to any of the sewn or dowel plank methods used in traditional boat building 
construction in the Indian Ocean. The use of outriggers in some case would suggest an SE Asian 
affinity as outriggers were commonly used not only on canoes but on larger vessels in this region. 
The use of outriggers appears to be absenyin the Arab dhow tradition. However, without additional 
research, this use of an outrigger in the dhows in Madagascar could either be a modern introduction 
or a remnant of an older tradition.

Schooners

The schooners were the least common of the three types of sailing vessels. These are the 
best known of the Madagascar sailing crafts with a number of books in French as well as articles 
in sailing magazine and on the internet exist documenting their history２).They are more common 
as one proceeds south along the western coast. The building of wooden schooners dates back to 

２)　e.g. see the  BBC story - http://www.bbc.com/news/world-africa-40555125.

International Symposium on Intangible Heritage along the Maritime Silk Road286 287Ship, Navigation and People Session 02
Presentation 6.  The Living Tradition of Sailing Crafts:

Their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Quality of Life in Madagascar



Figure 10.  Examples of the model sailing vessels constructed and sailed by the boys in villages along the 
western Madagascar coast. The insert in the left one shows the sophisticated detail with which 
some of these are constructed.

Based on my experience, these sailing vessels in Madagascar are generally viewed as 
“backwards” and “rustic” in spite of their long history and high degree of functionality. Outboard 
and inboard motors along with modern fibreglass skiffs and larger vessels of steel or aluminium are 
perceived as preferable and modern - i.e. they would seem to represent a substantial improvement 
and increased state of development.  This perception is found both within the local communities and 
also by the outside world - especially those involved with development and aide projects. However, 
as noted above, these sailing crafts are remarkably seaworthy, fast, functional and reliable, reflecting 
the long period over which they have evolved to operate under the local conditions. There appears 
to be little appreciation or understanding of the tremendous skill and knowledge involved in their 
construction, navigation and operation or their suitability and functionality as a means of transport. 
The negative consequence and implication of a transition to motorized vessels are not generally 
known or appreciated. However, these are substantial and include:

 • a continuous dependence upon cash for fuel in condition in which the opportunities to earn 
hard currency are severely limited or non-existent;

 • lack of infrastructure and expertise for routine maintenance and repair; (the life span of mo-

The Role and Importance for the Local Community

These sailing crafts constitute a fundamental component and play a critical role in the daily 
life of the communities along this coast of Madagascar.  Madagascar is the world fourth largest is-
land and its coast is around 1000 miles long in a north-south direction. It has a large population (~26  
millions), has extensive natural resources and at the same time is economically  poor (e.g. GDP per 
capita is ~$400 and it is 158 out of 188 on the UN scale of developed countries).  Large number of 
people are concentrated in numerous coastal rural communities and off-shore islands. These rural 
communities are among the most monetarily and materially poorest in the world. Much of the ad-
joining land is of poor quality for agriculture or does not belong to these communities. In addition, 
land transportation does not exist or is non-feasible. Where roads do exist, they are primarily suit-
able only for 4x4 vehicles and even then will generally become impassable during the rainy season. 
As such, these communities are dependent upon boats as their only access to the outside world.  
While these coastal communities are monetarily poor, they appear to be viable and sustainable.

Starvation, health, basic and shelter are not major issues. I sawvibrant social interactions 
and cultural heritages. A large part of this is attributable to their sailing vessels and ability to move 
upon the sea. These vessels provide a functional and non-cash dependent mean for being able to 
obtain food (particularly protein), for trade and the movement of goods (including those that can be 
obtained freely for construction of shelters), for transport to suitable fields for subsistence and artis-
anal cultivation, for taking children to and from schools, for maintaining social/culture interactions 
among villages and for preserving contact with family and relatives.

The cultural importance of these vessels to the local communities is reflected in the ubiq-
uitous construction and sailing of model canoes and dhows by young boys.  These model boats 
are the only “toy” which is commonly seen. They are constructed by the boys, themselves, across 
a range of ages. While those made by younger children can be simple, those constructed by older 
children can be accurate replication of full sized vessels both in the construction of the hulls and rigs 
(Figures 10). They are sailed with prided and pleasure. It seems likely that these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learning process for both constructing and sailing full sized ve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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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ype II diabetes prevalent, Social interactions with other communities even within the same 
atoll were now infrequent because of lack of fuel and funds to purchase it, when it was available. 
The contrast with the conditions and life style on these atolls compare to the one atoll that I made a 
conscious decision to retain their sailing canoes was stark. Here, fish were a common and frequent 
component of the diet. There was a vibrant social interaction among the various villages within the 
atoll. An evident pride and joy was seen in those building and sailing the canoes (e.g. there was an 
annual sailing regatta for the fleet of canoes for which vessels and sails were being prepared and 
which was talked about with much anticipation months in advance). What also was evident is the 
rapidity which both the skills and knowledge of how to build and sail these canoes can be lost. In 
response to questions on the atolls without canoes as to why they did not consider building and us-
ing them given the transport problems with “modern” skiffs and outboards, the answer invariably 
was that we no longer know how.

There is a long and rich sailing heritage in Madagascar that remains vibrant and of vital im-
portance to the daily lives of coastal communities. From an historical and anthropology perspective, 
documenting and recording the knowledge embedded in these crafts and their utilization as well as 
the central role they play within rural coastal communities should be undertaken while there still is 
an opportunity to do so. However, these scholarly and academic objectives are not the primary rea-
son and priority for undertaking such work.

Awareness and knowledge of this rich cultural heritage is largely unknown outside of the 
local communities and even here, it is not clear that it is highly appreciated. While there have been 
and continued extensive effort to conserve and document the traditional sailing cultures in the Pa-
cific, these efforts have not extended to Madagascar or other regions of Africa. For example, there 
are a number of projects in the Pacific and Asia region generally in conjunction with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gram (ICH) aimed at preserving and documenting the traditional 
sailing cultures of the Pacific Island and coastal Asian communities. These appear to have been very 
successful with several high profile projects having constructed traditional crafts and undertaken ex-
tensive voyages.  However, no similar programs either within or outside of the ICH exist for either 
Madagascar or the East African Region. Similarly, marine cultural anthropologists that I have had 
contact with and who have been actively involved in documenting and preserving the canoe build-
ing and sailing traditions in the Pacific Islands were unaware of the large canoe and sailing heritage 
or the extent to which it still remains in the African region. Even within Madagascar, there appears 

tors under such situations, particularly outboards, can be extremely short);

 • lack of suppliers at the local village level of reliable, clean and water-free fuel;

 • safety issues related to use of boats (particularly skiffs and runabout) that are not designed 
for the sea-conditions in which they will be used and lack of backup or redundant outboards 
and inability to propel the vessels with paddles or oars for any distance.

 •safety issues due to overloading and overcrowding (Figure 11)

 • highly reduced social, cultural and community interactions since the transport cost  only 
considering fuel entails a substantial cost relative to available incomes.

 • a loss of pride and self-worth that comes with the ability to build and sail such remarkable 
crafts and with the independences they provide.

Figure 11. An example of an increased safety risk when modern vessels are introduced inappropriately and 
without consideration of the local conditions for running and maintaining such crafts. 

These consequences are particularly devastating for smaller and more isolated communi-
ties. I have witness this first hand in several locations. The most notable example was among some 
of the outer atolls in the Marshall Islands. Local crafts had been replaced by outboard motorized 
fibreglass skiff as a result of “development” projects. A large portion of the outboards were inop-
erable; many of the skiffs were in need of repair without the necessary materials and knowledge. 
Fuel and funds for purchasing it were in short supply. Fresh fish was largely absent from the diet al-
though fish were abundant within and around the atolls. The health consequences were devast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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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a lack of awareness among those involved with managing and conserving marine resources of 
the extent and importance of these sailing crafts within the culture there.

If the rich, current sailing heritage found in Madagascar is to be safeguarded and enhanced 
there is an urgent need for the development of concerted efforts and programs to foster this. Such 
effort needs to include documentation of the role and importance of these crafts within these coastal 
communities in terms of both their economic and social importance as well as the skills involved in 
building, sailing, navigating and maintaining them. This needs to be done with a large element of 
local involvement and participation. Such documentation should aim to develop a pride and appre-
ciation in their vessels, skills and knowledge that exist. The results of this work should be distrib-
uted and present widely within the coastal communities (e.g. DVD, booklets, etc) as well as those 
involved with management and development in Madagascar and beyond. The work should be seen 
as providing an information base and support for future projects focussed on marine transport and 
fishing. The focus of future such development project should be on support and appropriate devel-
opment of the now existing crafts rather than their replacement (e.g. providing adequate supplies of 
quality materials needed for their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such as material for sails, paints, 
fasteners, etc) and ensuring ongoing training/education in building and sailing these). Given glo-
balization, pressure to adopt “modern” boats and methods of propulsion are intense and only likely 
to increase. Without active efforts to develop awareness and appreciation of these sailing cultures 
along with pro-active efforts to maintain the traditions this highly valuable cultural heritage will 
likely be lost with devastating local conseq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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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를 통해 부활하는 고대의 길찾기 지식

마리안 조지

바카 타우마코 사업단장

초록

타우마코 항해술에는 바람의 위치에 기반한 체계적인 길찾기 모델, 지금껏 다른 전통문화

에서는 알려진 바 없는 복잡한 너울 패턴, 기상 조절, 육지의 방향과 거리를 보여주는 고대

의 등대 등이 포함된다. 본고에서 필자는 고대 항해술의 전승을 통해 문화적 성취가 촉진되

며 기초기술 단계에 숙달되고 여러 섬들 간의 협력관계가 재정립되는 순간 복원력과 지속 가

능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견해를 개진한다. 

Ⅰ. 머릿말

본고는 필자가 40년간 항해자들의 지식과 문화를 연구한 결과물을 담고 있다. 그 대략적

인 내용은, 1) 파푸아뉴기니 뉴아일랜드 주에 거주하는 오스트로네시아족의 의례적 의미, 2) 

남녀가 섞인 우리 소규모 팀이 남극의 겨울 동안 범선을 관리하고 스키를 타고 해빙 위를 누

비며 과학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경험, 3) 베링 해협 일대의 사냥꾼과 목동들 간의 정신적 교

감과 항해를 통한 연계, 4) 솔로몬 제도 남동부 타우마코 섬의 폴리네시아인 청년 세대를 대

상으로 전통적인 재료, 도안, 방식, 도구를 사용해 전통 선박을 건조하고 그 배로 먼 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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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 건조와 사용 양쪽에서 지역 공동체 전체와 여러 공동체의 네트워크가 서로 협력하는 것

이다. 사회적 결속력이 증대될수록 응급상황과 재난, 기후 변화에 더욱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지역 소유의 선박들은 더 훌륭히 유지·보수되며 자재와 선박의 활용도 더욱 안전

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쓰임새와 조건 면에서 최적의 디자인(그림 1(테푸케)과 그림 2(테알로) 참조)

<그림 1> 테푸케의 주요 부위를 나타낸 도해. ©바카 타우마코 사업단

항해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 등이다.

타우마코 항해술에는 바람의 위치에 기반한 체계적인 길찾기 모델, 지금껏 다른 전통문화

에서는 알려진 바 없는 복잡한 너울 패턴, 기상 조절, 육지의 방향과 거리를 보여주는 고대의 

등대 등이 포함된다. 본고에서 필자는 고대 항해술의 전승을 통해 문화적 성취가 촉진되며, 

기초기술 단계에 숙달되고 여러 섬들 간의 협력관계가 재정립되는 순간 복원력과 지속 가능

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견해를 개진한다. 고대의 선박 건조술과 길찾기 기술을 가르치는 교

육 프로그램을 성공으로 이끌 열쇠는, 여성과 아동을 아우르는 대규모 공동체가 주요 연행자

들이라는 인식과 다양한 섬, 더 나아가 다양한 문화 간의 협력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항해 연

계망 재건을 위한 핵심 요소라는 인식이 마련되는 것이다. 

태평양 연안 지역의 고대 선박들은 지난 250년 사이에 대부분 더는 쓰이지 않고 사라져 

버렸다. 그중 상당수는 수천 년에 걸친 광범위한 시험과 지속적인 항해를 거친 결과물이었

다. 길찾기 기초 지식은 부분적으로 섬의 뱃사람들이나 원예사, 기상 조절가, 의례 전문가, 

무용가, 작곡가, 부모 등이 여전히 기억하고 활용하고 있으며, 바로 그 지식이 오늘날 이들 

사용자에게 지침이 되어준다.

Ⅱ. 타우마코 항해의 길찾기

1. 현지 자재를 이용한 건조 및 유지·보수

먼저 유럽과 미국의 기술로부터 파생된 현대 선박들의 특징과 비교해 우수한 성능을 보이

는 고대 선박 디자인의 특징에 주목하고자 한다. 고대의 설계도나 자재와 관련된 기록 자료

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그러한 선박 설계도 중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대 기술에서 몇 가지 주요한 장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선박을 

건조하고 유지·보수함에 있어 현지에서 재배되고 현지에서 입수 가능한 재료를 쓰고 수공구

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력이나 현대적 자재를 접하기 어려운 조선공과 뱃사람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사람들은 공급을 유지하고 싶어하기 마련이므로 현지 자재에 의지하

게 되면 사용되는 모든 자원이 보호된다. 지역 소유 선박들의 건조 및 항해의 필요조건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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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a)보다 풍력을 확보함에 있어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

5) 판다누스를 재료로 엮어 짠 돛은 바람을 맞으면 형태가 바뀐다. 바람을 받아 불룩해지

면서 돛의 효율이 높아진다.

6) 판다누스 돛 특유의 질감이 살아있는 표면은 경계층을 형성함으로써 돛의 효율을 더한다.

7) 프로아(proa)의 범장은 고장력 와이어로프와 고정 장치가 필요 없고, 윈치나 동력 없

이도 선원들이 조작할 수 있다.

8) 유체역학적으로 볼 때 테푸케와 드루아의 잠수형 선체는 현대의 쇄파형 디자인보다 

빠르고 차모로족의 ‘나는 프로아(Flying Proa)’의 비대칭형 선체는 현대에 일반적인 

대칭형 선체보다 빠르며,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모든 선체의 측면에 자귀로 깎아 만

든 물결무늬 패턴은 선체 표면에 경계층을 형성하여 선측이 매끈한 현대식 선박보다 

속도가 빠르다.

2. 행동과 상호관계의 탁월한 관찰

타우마코 바다 길잡이들은 하늘과 바다, 육지, 인간 정신, 환경 요인과 조건을 관찰하고 

그 패턴을 분류한다. 구체적인 예로는 1) 바람의 위치/활동 패턴, 2) 너울 패턴, 3) 계절 패

턴, 4) 별자리 패턴, 5) 기상 패턴, 6) 사회적·개인적 발전 패턴, 7) 동식물의 패턴, 8) 빛

의 패턴 등이 있다. 이러한 패턴들 대다수와 각 패턴 간의 관계는 과학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

으며 그것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법을 배우기까지 수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3. 체계적인 길찾기 지식

바닷길 찾기의 기초 지식은 원예, 낚시, 사냥이나 축제 및 의식 준비에 필요한 기초 지식

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지식의 전승은 체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 지식은 땅, 바다, 하늘, 

공동체와 작용하는 생활양식에서, 사람들이 실행하는 이야기와 노래, 춤, 태도 속에서 학습

되고 전달된다. 선조들이 수천 년 동안 행했던 전통적인 방식으로 오늘날 이를 실천하는 사

람들은 바다와 별자리, 바람/기상, 동식물, 빛의 신호와 활동 패턴에 대해 이러한 것들을 직

<그림 2> 테알로릴리의 항해 모습. ©바카 타우마코 사업단

수천 년간 해상 활동이 이어지는 동안 선박 및 항법 기술은 지역이나 지방, 대양을 오가는 

데 필요한 기능적 요구에 부합하게끔 고안되었다. 예컨대 타우마코의 테푸케(Tepuke), 라

우 열도의 드루아(Ndrua), 캐롤라인 제도 중부의 포포(Popo)는 일반적인 현대식 디자인에 

비해 탁월한 성능 특성을 보유한 디자인이다. 현대식 디자인에서 뒤처지는 요소들의 예는 다

음과 같다.

1) 단일선체 요트와 선박은 심흘수선이 항로를 통과하거나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을 정

도로 수심이 깊어야 하므로 대부분의 섬과 환초로 항해할 수가 없다.

2) 아메리카컵 대회에 등장하는 날개형 돛과 선체 아래에 포일(날개)이 달린 선박들은 경

기장에서는 빠르지만 강풍이나 폭풍우, 격랑 속에서는 항해가 아예 불가능하며 승객

이나 화물을 실어 나르지도 못한다.

3) 쌍동형/이중선체 디자인의 선박은 대규모 아우트리거가 달린 선박보다 화물을 약간 

더 실을 수는 있지만 속도가 더 느리고, 선체와 늘어난 풍압면 사이에서 이는 파도로 

인한 간섭 때문에 바람을 받는 효율이 떨어진다. 또한 배가 뒤집힐 경우 선원들의 힘

으로 바로 돌릴 수도 없다.

4) 공기역학적으로 볼 때 버뮤다 돛(선수와 선미부가 바뀌지 않는 선박에 고정되도록 설

치한 세모꼴의 종범장)은 긴 나뭇가지처럼 뻗은 테푸케의 돛(라타의 돛, Te L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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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조상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선대의 존재와 정중한 관계를 

맺는 것이 전통적인 길찾기의 가장 주된 방법이다. 자신의 조상을 알고 그들과 활발하게 관

계하는 것이야말로 정확하고 안전한 길찾기의 필수요건이다.

5. 테 노호앙아 테 마탕이(TNTM)

이와 같은 고대 시스템의 구조적인 이미지, 즉 기본 데이터 형성체는 수평선 주변에서 서

로 등거리에 있는 풍위(風位)들의 심적 모형이다(그림 3 참조). 타우마코의 바람 기반 시스템

은 ‘테 노호앙아 테 마탕이(Te Nohoanga Te Matangi, TNTM)’라고 불린다. 이 표현은 

‘바람 위치 체계’나 ‘바람의 생애’ 정도로 번역된다. 바람의 눈은 다양한 위치에 자리 잡거나(

노호, noho) 다양한 위치로 이동할 수 있다. 각기 고유한 이름이 있는 TNTM의 32개 자리

는 관찰자의 시야를 에워싸며, 각각의 TNTM 자리는 이웃 자리와 등거리에 위치한다. 

<그림 3> 테 노호앙아 테 마탕이(TNTM)의 8가지 주요 풍위. ©바카 타우마코 사업단

접 관찰하거나 느끼지 않으며 지식을 생물학, 물리학, 언어학, 기상학, 식물학, 동물학 같은 

개별 분야로 나누는 과학자들보다 탁월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개별 학문분야의 종사자들

은 지식이나 체계를 공유할 의무도 없거니와 그럴 의향을 보이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 그들

의 데이터는 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관측, 저장, 측정되며 종이 위에서나 컴퓨터로 처리되

어 살아있는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과학 체계에서는 학문 분야 간이나 해당 분야 

종사자와 데이터 간의 조직적인 연계가 극히 미미하거나 전무하다.

그러나 길찾기 지식은 다르다. 타우마코 주민들은 그것을 총체적이고 체계적이며 그 안에

서 각각의 현상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 지식의 결정체로 이해하고 실천한다. 바람이 수평선 

주변의 특정 위치에서 불어오면 특정한 너울의 형태와 해류가 형성된다. 너울이 특정한 패턴

을 보이면 수면에는 특정한 빛의 효과가 나타난다. 어떤 별이 뜨거나 지면 바람과 날씨가 특

정 유형을 띤다. 어떤 식물이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으면 특정 섬으로 항해할 때가 된 것이

다. 특정 항로로 항해할 수 있다면 어떤 결혼식이나 의식, 축제가 열린다는 뜻이다.

또한 항해중에 좋지 않은 바람이나 물결을 만난다면 필히 조상들을 불러야 하고, 그러면 

조상들이 도움을 준다. 사실 바람과 너울, 빛, 별, 동식물이 바로 조상들이다. 바다에서의 

징조와 느낌은 길을 찾는 관측자와 연결되어 있다. 이 같은 주체성이야말로 전통적인 길찾기

의 핵심이며 조상들과 관계를 맺는 방법이 바다에서 길찾기를 배우는 이들에게 전수되어야 

한다.

길찾기의 기초 지식은 어릴 때부터 체험을 통해 학습된다. 카누에 누인 아기가 흔들리며 

잠이 든 경험은 너울 패턴을 인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근본적인 경험이다. 노인이 되돌아

올 생각 없이 카누에 몸을 싣고 떠나는 것은 따뜻이 맞이하는 바다 속으로의 ‘달콤한 수장’으

로 받아들여진다. 항해자들이 바다에 대해 격렬한 두려움이나 적대감을 품지 않는다는 사실

은 대다수의 요트족을 비롯한 뭍사람들의 태도와는 크게 차별화된다.

4. 환경 인식과 조상과의 관계

길찾기에서는 현상에 대해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현상은 상호 교류하는 존

재로 인식된다. 각종 자연현상이 도움을 줄 수도, 주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항해에서 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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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우마코 사람들은 연속된 원을 이루는 그 32개 자리를 하나씩 따로 익히지 않고 서로 마

주보는 한 쌍씩, 다시 말해 ‘짝’끼리 묶어서 익힌다.

32개 바람 자리에는 16가지 패턴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단히 기본적인 8

가지 바람 자리를 구성하는 4개의 짝만을 상대한다. 어떤 항해와 연관된 짝들을 익히고 나면 

그들이 어느 위치로 향하더라도 그 앞뒤로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다. 테 알룽아(Te Alun-

ga)의 짝은 테 하카히우(Te Haka Hiu)이고 테 통아(Te Tonga)의 짝은 테 토켈라우(Te 

Tokelau)가 되는 식이다(그림 5 참조).

<그림 5> 테 노호앙아 테 마탕이(TNTM)에서 서로 ‘짝’을 이루는 8개 주요 풍위 4쌍. ©바카 타우마코 사업단

TNTM은 다양한 자연현상에 내재된 패턴을 인식하고 그 패턴을 기존에 알려진 관계로 

체계화하도록 프로그램된 컴퓨터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TNTM 자리들 간의 관계와 

TNTM으로 체계화되는 다양한 유형의 현상들 간의 관계는 선대로부터 확인된 현상에 관한 

깊은 지식을 토대로 삼는다.

이 같은 관계에는 폭풍과 이롭거나 위험한 조상들의 개입이 포함된다. 가령 사이클론성 서

풍이 사이클론(열대성 저기압) 시즌의 가장 강력한 바람 자리에 들어온다 하더라도(테 하카

히우에서 테 토켈라우로) 놀라운 일은 아니다(그림 6 참조). 그러나 만약 무역풍 시즌이 한창

일 때 테 알룽아나 테 통아 바람이 약하다면 앞서 조상들에게 무례한 행동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무례한 행동은 기후 변화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6. 마주보는 짝

각각의 TNTM 바람 자리는 수평선상에서 맞은편에 놓인 바람 자리와 짝을 이룬다(그림 4 

참조). 

<그림 4> 각기 고유한 이름이 붙은 테 노호앙아 테 마탕이(TNTM)의 32개 바람 자리. ©바카 타우마코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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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a)가 최초의 항해용 카누를 만든 뒤 섬 사이를 항해한 과정을 배우고 싶어하는 후손들

에게 그 자료가 공유되기를 원했다. 또한 그가 생각하기에 지금껏 대부분의 외부인들이 거의 

혹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 세상의 여러 현상들에 대해 좀 더 배우고 싶어하는 전 세계

의 모든 사람들에게 TNTM가 공유되기를 희망했다. 본고의 도해들은 필자의 동료인 대니얼 

잭슨이 작성했다.

시스템의 머리에 해당하는 자리는 테 알룽아(Te Alunga)라고 하고, 번역하면 ‘베개’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테 알룽아는 우리가 머리를 누이는 자리이다. 또한 테 알룽아는 무역풍 시

즌의 특징적인 바람 자리이고, 수평선상에서 그 위치는 동지 동안 해가 뜨는 곳이다(그림 7 

참조). 테 통아(Te Tonga)는 하와이 사람들이 코나(Kona)라고 부르는 겨울 남서풍의 변종

이지만(하와이 쿠무(Kumu)인 로젤 K. 베일리의 견해 인용), 이것이 일출 위치라는 점에서 

테 통아가 하와이 제도의 건조한 서부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용어와 관련된다는 점이 무척 

흥미롭다. 어쩌면 테 통아가 불 때 서쪽에 있는 섬들이 건조해지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테 통아가 테 토켈라우와 마주보는 짝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테 토켈라우에는 ‘강하다’는 뜻

으로 번역되는 ‘lau’라는 표현이 들어 있고, 실제로 테 토켈라우 자리에서 가장 강한 바람이 

발생한다. 필자가 면담한 타우마코인들은 나머지 바람 자리의 명칭에 대해서는 번역어를 몰

랐다. 카베이아는 그 명칭들이 대단히 오래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그 명칭들 중 

대다수는 폴리네시아와 인도네시아 전역의 ‘풍역(wind compasses)’에서 보고되었다.

<그림 6> 테 노호앙아 테 마탕이(TNTM), 계절, 하지·동지, 춘분·추분. ©바카 타우마코 사업단.

간혹 강풍 등의 특정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새로운 날씨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것

을 예고하는 징후가 있기 마련인데, 가령 무지개가 뜨면 바람이 곧 그 자리에 간다는 뜻이다. 

TNTM의 계산자는 관측 가능한 동시에 연관시킬 수 있는 자연현상들을 서로 대비하고 측정

한다. 이러한 개입은 조상들과 가시적이고 명백한 현상들을 수반하는 노력이다.

TNTM의 대가인 테 알리키(Te Aliki)로서, 타우마코의 카베이아(Kaveia)는 예측과 변

경 등 수많은 ‘기상 조절 작업(weather work)’을 실시했다. 예측의 한 예로 이듬해에 항해

하기에 가장 좋은 바람이 언제 불지를 알려주었고, 변경의 예로는 비를 멈추고 바람의 위치

를 바꾸었다(계절은 예외이다). 카베이아는 TNTM을 활용해 위험한 바다를 통제하고, 질병

을 치유하고, 의례 행사를 계획하고, 원예를 용이하게 하고, (타우마코의 대부족장으로서) 

식민국과의 의사소통을 감독하기도 했다. 

카베이아는 이 모든 정보를 직접 경험하고 기억했으며 도해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는 본고에 포함된 도해들을 요청 및 승인했다. 카베이아는 자신들의 위대한 문화 영웅 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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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그러므로 아마도 테 알룽아 통아에서 뜨는 해가 정확히 테 토켈라우에서 지는 것은 

그것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주로 먼 쪽으로나 궤도의 뾰족한 끝점 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 경우 우리가 수평선을 따라 움직이는 그 위치의 변화를 관찰할 수 없는 것이다. 

반면에 해가 테 알룽아에서 뜨고 테 토켈라우와 테 토켈라우 팔라푸 사이에서 지는 경우나 테 

통아나 테 울루 통아에서 뜨고 테 토켈라우 하카히우와 테 하카히우 사이 어디쯤에서 지는 경

우에는, 지구가 궤도상에서 태양과 상대적으로 더 가까울 때 실제로 우리가 수평선을 따라 

이동하는 위치 변화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 됐든 육안 관측은 정확하다.

8. TNTM 계절, 하지·동지, 춘분·추분

TNTM에 의하면 무역풍 시즌은 동지에 시작되어 춘분에 끝난다. 사이클론 시즌은 하지에 

시작되어 추분에 끝난다. 오늘날 유럽 문화권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레고리력은 

TNTM의 상관관계를 해석하는 데 유용하지 않다. 그 이유는 해가 하늘 높이 떠 있는 시점이 

위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제로 특정 항해를 떠날 수 있는 달이나 특정 항해 

시즌의 기간, 뜰을 손볼 시기 역시 달라질 수 있지만, 하지·동지와 춘분·추분은 절대 바뀌

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점들이 TNTM 절기의 달력 체계를 제공한다.

무역풍은 바람이 테 토켈라우 투에 잠깐 머물렀다가 시계 방향으로 이동해서 테 알룽아에 

확실히 자리 잡을 때 시작된다. 테 알룽아는 무역풍 시즌의 기준 위치로 간주된다. 테 알룽

아, 테 통아, 테 울루, 테 라키의 모든 바람 자리는 무역풍 시즌의 위치이다. 동지에서 춘분

으로 넘어가는 기간 동안, 바람의 눈은 테 알룽아에서 테 통아나 테 울루, 심지어 테 라키까

지 서서히 이동한 뒤에 다시 테 알룽아로 옮겨간다. 그러나 무역풍 시즌이 진행될수록 바람

은 테 통아에서 오래 머무르게 된다. 무역풍 시즌이 끝나갈 무렵에는 테 울루에 자리를 잡았

다가 테 라키로 이동하고, 이어서 테 통아나 테 울루로 되돌아간다. 

하지부터 추분까지의 사이클론 시즌 동안에는 테 하카히우 라키와 테 팔라푸 사이에 바람

이 위치한다. 기상 전선이 움직이는 동안 바람은 시계 방향으로 자리를 이동하는데, 계절 초

반에 테 하카히우 라키로 돌아갔다가 차례로 테 토켈라우, 테 팔라푸로 되돌아간 뒤 무역풍 

시즌이 다시 시작될 때쯤 마침내 테 토켈라우 투로 이동한다. 

<그림 7> 테 노호앙아 테 마탕이(TNTM)의 연간 일출·일몰 위치 4곳. ©바카 타우마코 사업단.

7. TNTM의 연간 일출과 일몰 위치

타우마코의 전통 항해자들이 그해의 일출과 일몰 위치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데 활용하

는 바람 자리 8개가 있다. 테 알룽아는 동지에 해가 뜨는 위치이다. 해가 테 알룽아에서 뜬다

면 해가 지는 위치는 테 토켈라우와 테 토켈라우 팔라푸(Te Tokelau Palapu) 사이이다. 

이후 무역풍 시즌에는 해가 테 알룽아 통아에서 떠서 정확히 테 토켈라우에서 진다. 시간이 

더 지나 해가 테 통아에서 뜨는 시기에는 테 토켈라우 하카히우와 테 하카히우 사이 어디쯤에

서 일몰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해가 테 울루 통아(Te Ulu Tonga)에서 뜰 때는 테 토켈

라우 하카히우와 테 하카히우 사이에서 진다.

4가지 일출 위치 중 3곳에서 해가 뜰 경우에 일몰이 정확히 한 곳이 아니라 여러 위치에 

걸쳐서 관측된다는 사실이 언뜻 직관적으로 들어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태양의 궤도가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임을 감안해보면, 태양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보다 관측

자와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수평선을 따라 이동하는 태양의 움직임이 더 잘 관찰되는 것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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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에 따라) 테 알룽아나 테 하카히우로 되돌린다.

그러나 계절이 진행됨에 따라, 가운데에 선 그 라타와도 같은 사람(그림에는 ‘남자(man)’

로 표시되어 있지만 성별이 꼭 정해진 것은 아니다)은 바람을 각 계절의 시작점까지 돌려보

내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오래도록 그 사람은 바람의 눈을 테 통아로(무역풍 시즌의 경우) 돌

려보내거나 테 토켈라우로(사이클론 시즌의 경우) 돌려보내는 데 그친다. 결국 다음 춘분·

추분이나 하지·동지가 가까워질 때까지도 그 사람은 바람을 테 통아나 테 토켈라우까지, 혹

은 테 울루나 테 팔라푸까지도 돌려보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바람은 결국 테 하카히우를 지

나치고 무역풍 시즌의 위치를 벗어나거나 테 팔라푸를 지나쳐 사이클론 시즌의 위치 밖으로 

벗어난다. 그렇게 되면 가운데에 있는 그 사람은 180도를 회전시켜서 다음 시즌의 기준 위

치로 바람을 돌려놓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바람을 돌려보내는 사람은 바람의 위치와 

계절을 계속 변경하기 위해 일 년에 두 번 자기 몸을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 이 사람은 날씨

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능숙하며, 날씨를 조절하는 능력은 있지만 기상 패턴을 완전히 통

제하지는 못한다.

이 모델은 각종 시스템이 특정 절기 동안 어떤 위치를 지나가는 방식을 나타내는 기상 모

델과 상당히 유사하다. 한 절기 중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고·저점의 위치가 바뀌는 사이, 남반

구의 어느 장소에 있었던 바람이든 모두 카베이아의 모델이 설명하는 방향대로 이동한다.

10. TNTM의 섬간 항로

타우마코 항해자들은 다른 섬으로 항해에 나설 때 사나운 바람이 불지 않는 편을 선호한

다. 그들은 바람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선박 측면이나 후면에서 바람이 부는 날을 

항해일로 정한다(그림 9 참조).

9. 바람 패턴 모형과 인간의 조절

카베이아의 계절풍과 계절 사이의 풍위 변화 모델에서는 모든 풍위들 한가운데에 한 사람

이 서 있다(그림 8 참조). 카베이아에 의하면 이 사람은 바람을 비롯한 자연 요소들과 상호작

용하는 관계이다. 즉, 폴리네시아의 문화 영웅 라타가 최초의 항해용 카누를 건조해서 항해

에 나섰을 때 그랬듯이, 누구라도 바람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그림 8> 무역풍 시즌과 사이클론 시즌 중 기상 전선이 이동할 때 바람의 위치를 되돌리는 사람/라타의 모형. ©바카 타우마코 사업단.

바람이 무역풍이나 사이클론 시즌의 주요 위치에 자리를 잡으면(가령 무역풍 시즌에 테 알

룽아, 사이클론 시즌에는 테 하카히우), 이 사람은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움직여 다른 위치로 

가기를 기다린다. 그렇게 바람이 위치를 바꿀 때마다 그 사람은 바람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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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테 노호앙아 테 마탕이(TNTM)의 바람 자리 중 별자리의 상승 및 하강이 항해에 유용해지는 자리. ©바카 타우마코 사업단.

다양한 별자리가 이러한 풍위에 있을 때 그들은 항해에 유용하다. 유명 별자리들은 각각 

같은 풍위에서 뜨고 지는 이름 없는 여타 별자리들로 이루어진 항성 궤도의 으뜸 별자리이

다. 또한 이들 별자리에는 각각 짝이 되는 별자리가 있다. 짝패 중 한쪽이 수평선 위로 더 높

이 떠오르면 나머지 한쪽은 수평선 가까이로 떨어지거나 수평선 아래에 놓인다. 그러나 일

부 별자리들은 수평선 위로 아예 보이지 않는 기간 중에도 길찾기에 활용되는데, 헤투 마보

(Hetu Mdavo, 플레이아데스 성단)가 대표적인 예다(그림 11 참조). 항해에 유용한 별자리

의 풍위는 실제로 해당 별자리가 뜨고 지는 위치와는 다르다.

<그림 9> 테모투 지역 섬들 간의 항로에 대응되는 테 노호앙아 테 마탕이(TNTM)의 바람 자리. ©바카 타우마코 사업단.

섬들 간의 항로는 그 항로에 바람직한 바람의 위치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TNTM 길잡이

들은 바람이 항해에 적합한 위치에 자리를 잡았을(노호, noho) 때만 해당 항로로 길을 나선

다. 예컨대 타우마코에서 티코피아나 바니코로 섬으로 항해하기 위해서는 테 팔라푸에서 바

람이 불어와야 하고 그 시기는 11월경이라야 한다. 그 항로를 택할 때 다른 풍위는 모두 신

뢰할 수 없다. 그러나 더프 제도에서 리프 제도로 항해하는 경우에는 테 알룽아부터 테 통아

까지 어느 풍위든 괜찮으며 이러한 바람은 무역풍 시즌 동안 빈번히 발생한다.  

11. 항해에 유용한 별자리의 상승·하강

별자리(별, 별무리, 먹구름 형태나 기타 천체)의 상승 및 하강은 특정 풍위에서 일어난다(

그림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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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테 노호앙아 테 마탕이(TNTM)의 다차원적 계측. ©바카 타우마코 사업단.

12. 다각적 지식

여기서 간략히 소개한 TNTM의 상호관계 모델은 옛 항해자들이 사용했던 더욱 광범위

한 다각적인 지식 체계의 일부에 불과하다. 바람의 위치와 날씨, 별자리의 상승 및 하강(태

양, 별, 별무리, 밤하늘 보호구 포함), 계절(하지·동지와 춘분·추분으로 구분), 섬들 사이

의 특정 항로 간의 관계는 매우 구체적이고 복잡한 형태로 TNTM 모델에 반영되어 있다. 항

해자 및 자연 요소와 선대와의 관계는 라타의 TNTM에서 체계적으로 상호연관되고 측정된

다. 시즌별 바람 패턴을 다루는 기상 조절가의 매개 작용은 TNTM의 32개 풍위 한가운데에 

영구적으로 서 있는 사람으로 형상화되었다(그림 7의 ‘바람을 밀어 움직이는 라타/사람’ 다시 

참조).

<그림 11> 테 노호앙아 테 마탕이(TNTM)에서 실제 별자리의 상승 및 하강 위치. ©바카 타우마코 사업단.

5월 타우마코에서는 한 쌍을 이루는 타켈로(Takelo, 오른쪽 끝의 오리온자리 세 별)와 살

로 라보이(Salo Lavoi, 왼쪽 끝 전갈자리의 일곱 큰별)가 가장 중요한 궁(宮)이다. 살로 라

보이가 수평선 위 20도 각도에 떴을 때 타켈로는 수평선에서 20도 아래로 떨어져 있다. 이

들 별자리 중 일부가 뜨거나 질 때 나타나는 기상 특징을 아래 그림에 표시했다(그림 12 참

조). 

2018 해양 실크로드 무형유산 국제학술대회314 315선박, 항해 그리고 사람 Session 02 사례발표 07.  항해를 통해 부활하는 고대의 길찾기 지식



에는 또 한 척의 테푸케가 건조되었고 타우마코에서 서부 산타크루즈 섬까지 직항으로 항해

가 이루어졌다. 2017년에는 화산 폭발로 인해 산타크루즈에서 바누아투까지 가는 항해(‘홀

라우 바누아투(Holau Vanuatu)’)가 중단되었다. 11월에 2018 홀라우 바누아투를 재개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국제적 항해는 고대의 해상로로 지역을 다시 연결하는 것은 물론 선원

들의 자신감을 높여줄 것이다.

책 집필과 다큐멘터리 영화 2, 3편을 완성하려면 독자에게 길찾기 방법과 개념을 설명하

기 위해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방대한 삽화 제작이 필요하다. 이들 사업은 자금 부족으로 지

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시점에 부족한 부분은 산타크루즈 제도 북부 바깥 지역에서의 

항해중에 전체 TNTM 시스템을 완전히 숙달하는 일이다. 선박 디자인과 길찾기 방법이 작

동하는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해상훈련 경험이 필요하다. 항해 네트워크를 부활시키고 

그들의 전통지식을 기후 변화와 세계화 경제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기까지는 장기적으로 

항해 횟수를 크게 늘리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Ⅲ. 오늘날 지식 전수에 필요한 일

길잡이 양성 훈련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은 그 금액이 만만치 않다. 그 지식을 숙달하기 위

해서는 거의 20년간 항해 경험을 쌓아야 한다. 원예, 의례를 비롯해 길찾기 지식을 활용하는 

여타 분야에서 지도자가 되는 법을 익히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더 긴 항해가 가능해지려

면 타우마코인들을 비롯해 항해 지식의 부흥을 염원하는 다른 많은 이들이 충분한 해상 훈련

을 통해 관련 지식을 영속시킬 수 있도록 계절에 상관없이 공급되는 지원 선박과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각종 행정 비용과 부대비용도 상당하다. 가령 곧 다가올 홀라우 바누아투 항해에 

들어가는 굵직한 비용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홀라우 바누아투 항해용 호송선을 한 번 대절하는 데 드는 현재 할인가격은 미화 1만 3

천 달러이다. 이는 2019년에 선원 네 명을 편도로 사이판 섬으로 보내 6개월간 섬유

유리 선박 한 척을 건조해서 타우마코로 돌아오게 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거의 동일하

다. 바카 발로 협회(VVA)는 500개 항해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덕분에 그 지원 선박

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배는 차모로족의 40년대 프로아 디자인이 될 예정이다.

TNTM에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유형의 현상들이 포함되어 있다. 복잡한 

너울 패턴이나 육지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신비한 광선(George, 2012), 동식물의 희귀 행

동, 강력한 조상들의 존재와 작용의 징후 등이 그 예이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기에

는 필자에게 허락된 것보다 더 많은 지면이 필요할 터다. 하지만 기후 변화의 원인과 결과를 

보다 명확히 밝히려는 과학자들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TNTM에 포함된 구체적인 

상관관계와 측정치는 거의 수천 년 전 과거에 관한 지식의 결정체를 제공한다.

13. 타우마코 옛 항해술의 재활성화

지난 22년 동안 다양한 전통 디자인의 선박 몇 척이 건조되었으며 타우마코 주민들은 섬 

사이를 오가는 항해를 수십 차례 떠났다. 지금의 새로운 세대는 옛 자재와 디자인, 방법, 도

구만을 이용해 선박을 건조하고 항해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완전히 갖추고 있다. 타우마코 

주민들은 이 같은 상황에 커다란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낀다. 희귀하고 이전에 알려지지 않

은 건조 및 항해 방법(설계도, 자재, 방법, 도구)이 타우마코 주민들과 외부 전문가들에 의

해 문서와 영상 등으로 기록되었다. 타우마코를 근거지로 활동하는 자선단체인 솔로몬 제

도 바카 타우마코 사업/바카 발로 협회(Vaka Taumako Project of Solomon Islands/

Vaka Valo Association, VTPSI/VVA)는 4년 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태평양 전통학

회(Pacific Traditions Society)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지원 아래 라타 항해학교(Lata 

Voyaging School)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다. 타우마코와 다른 태평양 섬 공동체들 간에 문

화교류 방문이 수차례 이루어졌다. 유명 잡지와 학술지 다수에 관련 글이 실렸고, 3부로 구

성된 다큐멘터리 영화의 1편을 완성했다. 사업 전반을 다룬 책도 집필중이다.

1993년 테 알리키 카베이아가 필자를 지원 인력으로 뽑았을 당시 바카 타우마코 사업은 

그의 목표였다. 1996~1997년에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테푸케 선박이 건조되었다. 1998

년에는 18년 만의 첫 항해가 성사되었다. 1999년부터 2004년 사이에는 솔로몬 제도에 내

전이 일어나 ‘긴장상태’가 이어진 탓에 추가로 선박을 건조하거나 항해에 나서기가 대단히 어

려웠다. 2012~2013년에는 산타크루즈 제도 내에서 테 알로릴리(Te Alolili)형 선박을 이

용해 수차례 섬 사이를 오갔으나 2014년 사이클론 팜(Pam)의 여파로 파손되었다.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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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yages Revive Ancient Wayfinding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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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ka Taumako Project

ABSTRACT

The Taumako voyaging arts include a wind-position based, systematic model of wayfind-
ing, complex swell patterns not yet reported for other traditions, weather modification, and ancestral 
lights that signal the direction and distance of land.  In this paper I observe that transmission of the 
ancient voyaging arts has promoted cultural fulfillment, and can result in greater resiliency and sus-
tainability once a basic skill levels have been mastered and partnerships between islands have been 
re-established.  

2) 타우마코 선원들의 여권 13개를 입수하는 데 미화 3만 9천 달러 이상이 들었다. 다행

히 바누아투에 입국하는 솔로몬 제도 주민들은 자동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3) 선원들의 귀국 교통비로 미화 약 2만 6천 달러가 들어갔다. 바누아투에 도착한 선원

들은 8개월 동안 목적한 작업을 끝낸 뒤 타우마코로의 항해가 가능해지는 무역풍 시

즌에 귀국해야 한다.

4) 카누 작업을 위해 집을 떠나 있는 두세 달 동안 자녀들의 등록금을 지불해야 하고 적

합한 바람이 올 때를 기다렸다가 배를 타고 돌아와야 하는 선원 13명에게 미화 1만 3

천 달러를 지급했다.

5) 상설 카누 보관소의 지붕과 항해학교 학생들의 편의시설, 인터넷 통신과 비디오 제작 

시설을 갖춘 사무실, 항해 관련 귀중품과 문헌을 보관할 아카이브/라이브러리 구축에 

미화 2만 5천 달러가 들어갔다.

네트워크를 재구축하고 다른 공동체들의 자체 선박 건조와 항해를 지원하기 위해 항해를 

지속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길잡이가 되는 법을 숙달할 수 있을 만큼 충

분히 어릴 때 경험을 축적하게 하려면 어린아이들도 필히 포함시켜야 한다. 연장자들은 교사

가 되어야 하고, 교실에서 수업해야 하는 부분은 가르칠 수 없다. 그러나 외딴 섬에 사는 학

생들이 함께 훈련하고 인터넷을 통해 소통하면서 같이 항해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면, 길찾

기 및 항해 지식의 전승에 보탬이 될 것이다. 의사소통과 협력, 항해자들의 기본 네트워크가 

재구축될 때 비로소 인류가 수천수만 년에 걸쳐 습득한 지식의 전승이 성공의 길로 들어서고 

지속적인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테 알리키 카베이아의 주도하

에 기록화된 기초 지식을 출간 및 배포하는 것만으로 전 세계인들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나 우

리 인류가 선대 항해자들의 지식을 활용해 모두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좀 더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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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s all the resources used since people want to maintain their supply. Building and seafaring in 
locally owned vessels requires that whole communities and networks of communities work togeth-
er in both building and use of the vessels. Greater social cohesion supports resiliency in response to 
emergencies, disasters and climate change.  Locally owned vessels are better maintained, and the 
materials and vessels are used more safely and with greater efficiency. 

Best Designs For the Uses and Conditions (see figures 1 (TePuke) and 2 (TeAlo)

Figure 1. Te Puka diagram of major parts © Vaka Taumako Project

Figure 2. Te Alolili sailing photo   © Vaka Taumako Project

Through millennia of maritime practice, vessel and navigational technology were designed 
to suit local or regional or trans-oceanic performance needs.  The Tepuke of Taumako, Ndrua of 

What I say in this paper is based on 40 years of studying the knowledge and cultures of 
voyagers, including 1) ritual meanings of an Austronesian people in New Ireland Province, Papua 
New Guinea, 2) experiences of our small, mixed gender group wintering our sailboat in Antarctic 
and skiing over the sea-ice to do science projects, 3) spiritual and seagoing connections between 
hunters and herders around Bering Straits, and 4) training of a new generation of Polynesian youth 
of Taumako, SE Solomon Islands, in the use of ancient materials, designs, methods, and tools, for 
building traditional vessels and navigating them to distant islands.  

The Taumako voyaging arts include a wind-position based, systematic model of wayfind-
ing, complex swell patterns not yet reported for other traditions, weather modification, and ancestral 
lights that signal the direction and distance of land.  In this paper I observe that transmission of the 
ancient voyaging arts promotes cultural fulfillment, and can result in greater resiliency and sustain-
ability once a basic skill levels have been mastered and partnerships between islands have been 
re-established.  A key to the success of training programmes to teach the ancient arts of vessel build-
ing and wayfinding training programs, is the recognition that large communities, including women 
and children are key practitioners, and that inter-island and even inter-cultural partnerships are now 
keys to re-establishing sustainable voyaging networks. 

Most ancient Pacific vessels disappeared from usage during the last 250 years. Many of 
these vessels were the result of thousands of years of extensive testing and sustained seagoing prac-
tices.  Some basic wayfinding knowledge is still remembered and used by some seafaring island-
ers, and by the gardeners, weather-workers, ritual specialists, dancers, composers, parents, etc. for 
whom that same body of knowledge gives guidance today. 

Local Materials for Building and Maintenance

I begin by noting features of ancient vessel designs that have superior performance com-
pared with features of modern vessels derived from Euro-American technology. There is a little 
documentation of ancient designs and materials, and only a few such vessel designs are in existence 
today.  But we can see some key advantages to features of ancient technology. Use of locally grown 
and locally available materials in building and maintaining the vessels, and use of hand tools in con-
struction and maintenance of vessels give the advantage of self-sufficiency to builders and sailors 
who have little or no access to electric power or modern materials. Dependence on local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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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umakoan wayfinders observe and categorize patterns of Sky, Ocean, Land, and Human 
Spirit, Environmental Factors and Conditions. These include 1) wind positions/behavioral patterns, 
2) swell patterns, 3) seasonal patterns, 4) asterism patterns, 5) weather patterns, 6) social and per-
sonal development patterns, 7) animal and plant patterns, and 8) light patterns. Many of these pat-
terns, and relationships between the patterns, are unknown to science, and take a lot of training to 
learn to observe and interpret. 

Systematic Wayfinding Knowledge

The foundational knowledge for wayfinding at sea is the same as the foundational knowl-
edge for gardening, fishing, hunting, planning feasts and rituals, etc. Transmission of this knowledge 
is accomplished experientially. The knowledge is learned and passed on in the life-patterns of work-
ing the land, ocean, sky, and community, and in the stories, songs, dances, attitudes, etc. that people 
act out. People who do this today using the traditional ways of their ancestors who did it for millen-
nia, have superior knowledge of signs and behaviors of ocean, asterisms, wind/weather, plants, ani-
mals, and light, patterns than do scientists who are not observing or feeling these things themselves, 
and who divide up knowledge into discrete disciplines, such as biology, physics, linguistics, mete-
orology, botany, zoology, etc. Practitioners of these discrete disciplines are not required, and rarely 
inclined, to share knowledge or methods. Their data is often remotely observed, stored, measured 
by instruments and manipulated on paper or by computers which are far removed from the lived 
reality. In the scientific scheme there is little or no claim to systematic connection between the disci-
plines or between the practitioners of those and their data. 

Wayfinding knowledge is different.  It is understood and practiced by people of Taumako, 
as a holistic and systematic body of knowledge, in which each phenomenon is inter-related to the 
others.  When the wind comes from certain positions around the horizon, there are certain swell pat-
terns and currents. When there are certain swell patterns there are certain light effects on the water. 
When certain stars rise or set there are certain types of wind and weather. When certain plants flow-
ering or giving fruit, it will be time to make a voyage to a certain island. When certain voyaging 
routes can be sailed on, there will be certain marriages, rituals, and feasts.

Furthermore, when bad winds or waves come during a voyage, the ancestors must be 
called, and they will help. In fact, the wind, swells, lights, stars, animals, and plants, are ancestors. 
Signs and feelings at sea are related to the wayfinding observer. This subjectivity is key to tradition-

the Lau Group, and Popo of Central Caroline Islands, for example, are designs that have superior 
performance features when compared to common modern designs.  Some examples of inferiority in 
modern design features are: 

1. mono-hull yachts and ships require meters of water depth for deep draft vessels to go 
through passages or to safely anchor, which makes them incapable of serving most islands 
and atolls  

2. America’s Cup wing-sail and foiling vessels are fast in a racecourse, but completely unsea-
worthy in strong winds, storms or heavy seas, and cannot carry passengers or cargo.  

3. Catamarans/double hulled designs can carry a little more cargo than massively outrigged 
vessels, but they are slower, and they are less efficient to windward because of the inter-
ference caused by waves between the hulls and their added windage.  They also cannot be 
righted by the crew in the event of capsize.

4. Aerodynamically, the Bermudan sail (that is, triangle shaped, and fore and aft rigged for 
tacking on a vessel that has bow and stern ends that never change) is much less efficient 
than the long-limbed shape of the sail of a Tepuke (Te La o Lata) in capturing wind force. 

5.  Woven Pandanus mat sails changes shape as the wind blows on them, which changes the 
shape (creates belly) and makes the sail more efficient.

6. The textured surface of the woven mat sail creates a boundry layer which adds to the effi-
ciency of the sail.

7. The proa rig does not require high tension wires and fastenings, and can be handled by crew 
without need of winches or power.

8. Hydrodynamically, the submarine hull of Te Puke and Ndrua are faster than modern 
wave-breaking designs, the asymmetric hull shape of the Chamorro ‘Flying Proa’ is faster 
than common, modern, symmetric hull shapes, and the scalloped pattern of adze cuts on the 
sides of any traditionally crafted hull creates a boundry layer along the surface of the hull, 
and makes it faster than the smooth sides of modern craft.

Superior Observation of Behaviors and Inter-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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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8 primary named wind positions of Te Nohoanga Te Matangi
© Vaka Taumako Project

Opposite Partners

 Each TNTM wind position is paired with the position that is located opposite to it on the 
horizon (Figure 4). 

al wayfinding and how to relate to the ancestors must be transmitted to wayfinding students at sea.

Foundational wayfinding knowledge is learned experientially, and from infancy. The expe-
riences of a baby being placed in a canoe to be rocked to sleep are foundational experiences toward 
learning to recognise swell patterns. The departure of an elder in a canoe with no intention of re-
turning is accepted as ‘sweet burial’ in a welcoming sea. A lack of overwhelming fear and antago-
nism toward the sea by voyagers is very different from the attitude of landlubbers, including many 
yachties.  

Environmental Awareness and Ancestral Relationships

Respectful and caring attitudes toward phenomenon are required in wayfinding. The phe-
nomena are recognized as beings that one interacts with.  There is no point in not including them in 
one’s voyages, because they can help one or not. Recognition of ancestral presence and respectful 
connection with ancestral beings are primary methods of traditional wayfinding.  Knowledge of 
one’s ancestors, and active relationship with them, are required for accurate and safe wayfinding. 

Te Nohoanga Te Matangi (TNTM) 

The organisational image, i.e. basic data organizer, of this ancient system is a mental model 
of wind positions that are located equi-distant from each other around the horizon (Figure 3). The 
Taumako wind-based system is called “Te Nohoanga Te Matangi” (TNTM). TNTM translates into 
English as “the wind positioning system” or “the life of the winds.” The eye of the wind can sit (noho) 
in, or move through, the various positions. The 32 named TNTM positions surround the observer’s 
horizon, and each TNTM position is located at equal distances from its neighboring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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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e Nohoanga Te Matangi 4 opposite “partner” pair from the 8 primary wind positions

© Vaka Taumako Project

 TNTM works like a computer that is programmed to recognize patterns in a variety of nat-
ural phenomena, and to organize those patterns into known relationship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ositions of TNTM and between the different types of phenomena that are organized by TNTM, 
are based on deep knowledge about ancestrally identified phenomena. 

 Such relationships include storm winds and beneficial or dangerous interventions of ances-
tors. For example, it is not surprising if cyclonic west winds come in the strongest wind positions of 
the cyclone season (Te Haka Hiu to Te Tokelau) (Figure 6) But if a Te Alunga or Te Tonga winds are 
weak during the middle of the tradewind season, then there has likely been disrespectful behavior 
toward ancestors. Disrespectful behavior is a fundamental cause of climate change. 

Figure 4. 32 named wind positions of Te Nohoanga Te Matangi
© Vaka Taumako Project

Taumakoans do not learn the 32 positions one by one, sequentially in a circle. They learn them in 
opposite pairs, or “partners.”  

 There are 16 partners in the 32 wind positions. But most people just deal with the 4 part-
ners that comprise the basic 8 wind positions. After a person learns the relevant partners for any 
voyage, then they know what is in front of them and behind them, no matter for which position they 
are headed.  Thus, the partner of Te Alunga is Te Haka Hiu, and the partner of Te Tonga is Te Toke-
lau (Figure 5),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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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made inter-island voyages.  Kaveia also wanted TNTM shared with anyone in the world who 
wants to learn more about worldly phenomena that he knew that most outsiders have paid little or 
no attention to. These diagrams were designed by my colleague, Daniel Jackson.

 The head position of the system is named Te Alunga, which translates in English to “the 
pillow.” In other words, Te Alunga is where you lay down your head. Te Alunga is also the defining 
wind position in the trade wind season, and its location on the horizon is where the sun rises during 
the winter solstice (Figure 7).  Te Tonga is a variation of what Hawaiians call Kona (Hawaiian 
Kumu, Roselle K. Bailey, pers. comm.), but since Te Tonga is a sunrise position it is interesting that 
it is linked with a term that is used for the dry west side of Hawaiian islands. Perhaps it is because 
when Te Tonga blows, the west sides of islands become dry, or perhaps it is because Te Tonga is 
the opposite partner of Te Tokelau. Te Tokelau contains the work lau, which translates to English as 
“strong.”  The strongest winds occur in Te Tokelau. Taumakans I asked did not know translations for 
other wind position names.  Kaveia thought that this could be because they were very old names. 
Many of these names were reported in ‘wind compasses’ throughout Polynesia and Indonesia.

Figure 7. Te Nohoanga Te Matangi 4 annual sun rise and set positions
© Vaka Taumako Project

 

Figure 6. Te Nohoanga Te Matangi, Seasons, Solstices and Equinoxes.
© Vaka Taumako Project

 There are times when certain phenomena will happen, such as strong winds. There are 
signs that herald new weather, such as a rainbow showing where the wind will soon position itself. 
The TNTM slide rule correlates and calibrates natural phenomena that can be both observed and 
engaged with.  The engagement is an endeavor that involves both ancestors and visible/palpable 
phenomena. 

 As a master of TNTM, Te Aliki (chief/master of TNTM) Kaveia of Taumako did a lot of 
“weather work,” e.g. prediction and modifications. Prediction included telling when the best wind 
for a voyage would arrive the following year. Modifications included stopping rain, and changing 
the wind position (but not the season). Kaveia also used TNTM to control dangerous seas, heal ill-
nesses, plan ritual events, facilitate gardening, and control communications with colonial powers (as 
long-term Paramount Chief of Taumako). 

 Kaveia experienced and remembered all this information, and did not make diagrams. But 
he invited and approved the diagrams included in this paper.  He wanted them shared with his de-
scendants who want to learn how their great culture hero, Lata, made the first voyaging cano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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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 During the period of time from the Winter Solstice to the Spring Equinox, the eye of the 
wind will shift gradually from Te Alunga to Te Tonga, Te Ulu, or even to Te Laki, and then shift back 
again to Te Alunga. But as the trade wind Season progresses, the wind will sit for prolonged periods 
in Te Tonga. Toward the end of the season the wind starts to sit in Te Ulu, and then moves into Te 
Laki before coming back to Te Tonga or Te Ulu.  

 During the cyclone season, from the summer solstice to the autumn equinox, the wind 
sits between Te Hakahiu Laki and Te Palapu.  As weather fronts move through, the wind position 
moves clockwise from position to position, returning to Te Hakahiu Laki early in the season, and 
then only returning to Te Tokelau, then only to Te Palapu, and finally moves into Te Tokelau Tu 
when the trade wind season is beginning again.

Model of Wind Patterns, and Human Modifications

 Kaveia’s model of seasonal and inter-seasonal wind shifts has a person standing in the 
middle of all the wind positions (Figure 8). This person, according to Kaveia, has an interactive re-
lationship with the elements, like wind.  That is, anyone can modify the positions of the wind, as the 
Polynesian culture hero Lata did when building and sailing the first voyaging canoe. 

TNTM Annual Sunrise and Sunset Positions

 There are eight wind positions that traditional Taumakan voyagers use to keep track 
of at sunrise and sunset during the year. Te Alunga is the wind position in which the sun rises at 
the Winter Solstice. When the sun rises in Te Alunga it sets between Te Tokelau and Te Tokelau 
Palapu.  Later in the Trade wind Season, when the sun rises in Te Alunga Tonga, it sets exactly in Te 
Tokelau. Later yet, when the sun rises in Te Tonga, it sets somewhere between Te Tokelau Haka Hiu 
and Te Haka Hiu.  Lastly, when the sun rises in Te Ulu Tonga, it sets somewhere between Te Toke-
lau Haka Hiu and Te Haka Hiu. 

 The fact that when the sun rises in three out of four sunrise positions, the sun is observed 
to set in a range of positions, rather than just one position may not seem intuitive. However if one 
considers that the orbit of the sun is not circular, but elliptical, then it may be that when the sun is 
closest to the observer, its movement along the horizon is more observable that when it is farther 
away.  So maybe Te Alunga Tonga sunrise sets exactly in Te Tokelau because it is so far away and 
moving mostly away or toward the sun around the pointy end of the orbit, then we cannot observe 
its change of position along the horizon. Whereas when the sun rises in Te Alunga and sets between 
(and including) Te Tokelau and Te Tokelau Palapu, or when the sun rises in Te Tonga, or Te Ulu 
Tonga, and sets anywhere between (and including) Te Tokelau Hakahiu and Te Hakahiu, it is be-
cause we can actually see the change in position along the horizon when the earth is nearer to the 
sun in its orbit. In any case, the naked eye observations are correct.

TNTM Seasons, Solstices, and Equinoxes 

 According to TNTM, the tradewind season begins at the winter solstice and ends at the 
spring equinox.  The cyclone season begins at the summer solstice and ends at the autumn equinox. 
The Gregorian calendar, commonly used in European-derived cultures today, is not useful when 
interpreting TNTM correlations.  This is because the particular dates when the sun is overhead are 
different at different latitudes. So the actual month for making a particular voyage, or the length of 
a particular voyaging season, or gardening season, varies too, But the solstices and the equinoxes 
never change.  Thus these provide the calendric structure of TNTM seasons.

 The trade winds start when the wind sits briefly in Te Tokelau Tu, and then moves clock-
wise to sit firmly in Te Alunga. Te Alunga is regarded as the base position for the Trade wind 
Season. Any wind position from Te Alunga, Te Tonga, Te Ulu, and Te Laki is a trade wind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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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 will eventually move past Te Haka Hiu and out of the tradewind season positions, or past Te 
Palapu, and out of the cyclone season positions. Then the person in the center will have to turn 180 
degrees around and begin to push the wind back to the base position of the next season. So the per-
son who pushes the wind back turns his/her own body clockwise twice a year to keep modifying the 
wind positions and the seasons. This person is skilled in upholding their relationship with weather, 
and has the ability to modify, but not completely control weather patterns.

 This model is very like the meteorological model of the way systems move through a loca-
tion during seasons. As the location of highs and lows shift with time during a season, the winds ex-
perienced at any location in the southern hemisphere shift in just the way Kaveia’s model describes. 

TNTM Voyaging Routes Between Islands

Taumakan voyagers prefer the wind to not be stormy when they undertake to sail to oth-
er islands. They choose to sail when the wind positions that are most reliable and when the wind 
comes from the side of, or from behind, the vessel (Figure 9).

Figure 8. Model of a person/Lata pushing the Model of person/Lata pushing the wind position back as 
weather fronts move through during trade wind and cyclone seasons 

© Vaka Taumako Project

 When the wind sits down in the primary positions of the Trade wind or the cyclone season 
(i.e. Te Alunga for the tradewind and Te Haka Hiu for the cyclone) then the person waits for the 
wind to move clockwise to other positions. Each time it does this, the person pushes the wind back 
(counterclockwise) to Te Alunga or Te Haka Hiu (depending on the season).  

 But as the season progresses the Lata-like person in the middle (a position which is identi-
fied as a “man” in the diagram, but is not necessarily gendered) is not able to push the wind all the 
way back to the starting position of each season. So, for a long time, the person can only push the 
eye of the wind back to Te Tonga (for the trade wind season), or back to Te Tokelau (for the cyclone 
season). Eventually, when it is getting close to the next equinox or solstice, the person will be un-
able to push the wind back to Te Tonga or Te Tokelau; or even back to Te Ulu or Te Palapu. S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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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Te Nohoanga Te Matangi wind positions in which the rises and sets of asterisms are useful for 
navigation

© Vaka Taumako Project

When various asterisms are in these wind positions they are useful for navigation. Each of 
the named asterisms is the lead asterism in a star path comprised of other un-named asterisms that 
rise and set in the same wind positions. Each of them also has an opposite partner asterism. When 
one of the partners rises higher above the horizon the other is falling closer to the horizon, or is be-
low it. But some asterisms are used for way finding during some of the months when they are not 
seen above the horizon at all…such as Hetu Mdavo (the Pleiades) (Figure 11) The wind positions 
of asterisms that useful for navigation are different from the actual rise and set positions of these as-
terisms.

Figure 9. Te Nohoanga Te Matangi wind positions for routes between Islands of Temotu area
© Vaka Taumako Project

 Routes between islands are linked with wind positions preferred for those routes.  TNTM 
way finders set off on a given route only when the wind sits (noho) in the right position for that voy-
age. For example, to voyage from Taumako to Tikopia or Vanikoro, the wind must come from Te 
Palapu, and it must come some time in November. No other wind position is reliable for that route. 
But for voyaging from Duffs to Reefs, any wind position from Te Alunga through Te Tonga is good, 
and these occur frequently during the trade wind season. 

Rises and Sets of Asterisms Useful for Navigation

 The rises and sets of asterisms (stars, star groups, dark cloud shapes, or other celestial bod-
ies) occur in certain wind positions (Figur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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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Te Nohoanga Te Matangi Multi-dimensional calibrations

© Vaka Taumako Project

Multi-dimensional Knowledge

 The TNTM model of interrelationships briefly presented here are part of a larger body of 
multi-dimensional knowledge that was used by ancient voyagers.  Relationships between wind 
positions and weather, rises and sets of asterisms, (including the sun, the stars and star groups, and 
dark places in the sky), seasons, (demarcated by solstices and equinoxes), and specific routes be-
tween islands, are modeled in TNTM with great specificity and complexity.  The ancestral relation-
ships with the voyagers and elements, are systematically correlated and calibrated in Lata’s TNTM. 
The agency of a weather-worker in dealing with seasonal wind patterns is modeled by a person who 
stands perennially in the middle of the 32 wind positions of TNTM. (Figure 7). 

 There are many types of phenomena included in TNTM that are unknown to science, 

 

Figure 11. Te Nohoanga Te Matangi Actual Rise and set positions of Asterisms
© Vaka Taumako Project

 In the month of May at Taumako, the opposite partners Takelo (Orions belt on far right) 
and Salo Lavoi (top 7 stars of Scorpio on far left) are key signs. When Salo Lavoi has risen 20 de-
grees above the horizon, Takelo has fallen to 20 degrees from the horizon. In this diagram there are 
notes about the weather that occurs when some of these asterisms rise or set (Figur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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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strations, including animations to explain wayfinding methods and concepts to readers. These 
projects are stalled for lack of funding. Today, what is lacking is mastery of the complete TNTM 
system during voyages outside of the northern Santa Cruz Islands. It takes experiential sea-training 
to really understand how the vessel designs and wayfinding methods work. It will take many more 
and longer voyages to revive the voyaging networks, and apply their traditional knowledge to solv-
ing problems of climate-change and globalist economy.  

What Is Needed Today To Transfer the Knowledge?

The startup costs of training people to be wayfinders is daunting!  Traditionally, it takes 
about 20 years of seagoing to master the knowledge. This includes learning how to be a leader in 
gardening, rituals, and other disciplines that use wayfinding knowledge. To make longer voyages, 
Taumakans, and many others who aspire to revive voyaging knowledge, need an all-season support 
vessel and communications to succeed in gaining enough sea-training to perpetuate the knowledge. 
The bureaucratic and incidental costs are substantial. For example, here are some of the big costs of 
making the upcoming Holau Vanuatu voyage: 

1) 13,000.USD is the current cut-rate cost of for one-time charter of the escort vessel for Holau 
Vanuatu.  That may be the same cost of transporting 4 crew one-way to Saipan in 2019 to 
do 6 months work building a fibreglass vessel and sailing it to Taumako. VVA will own that 
support vessel, thanks to a grant to the 500 Sails organization.  It will be a 40 Chamorro 
proa design. 

2) Over 39,000.USD was paid to acquire 13 passports for Taumako crew.  Fortunately there is 
auto-visa for Solomon islanders entering Vanuatu. 

3) About 26,000.USD for return transport and travel costs for the crew, who, having reached 
Vanuatu, must get home for 8 months and then return when the tradewinds come so they 
can make the return voyage to Taumako.

4) 13,000.USD for 13 crew members who must pay school fees for the children during 2-3 
months of absence from home to work on the canoe, wait for the right wind, and make the 
voyage.

5) 25,000.USD for a permanent canoe-house roof and accommodations for voyaging students, 

such as complex swell patterns, the mysterious lights that show the way to land (George, 2012), 
rare behaviors of animals and plants, and signs of the presence and agency of powerful ancestors. 
Outlining these would require more space than I have for this paper. But as scientists seek to better 
define the causes and effects of climate changes, the specific correlations and calibrations that are 
contained in TNTM provide a body of knowledge about the past that is almost certainly millennia 
old.

Revitalization of Ancient Voyaging Skills of Taumako

During that last 22 years, several vessels of various traditional designs have been built and 
dozens of inter-island voyages were taken by people of Taumako. A new generation now has all the 
skills required to build and voyaging vessels using only ancient materials, designs, methods, and 
tools. Taumakan people are very proud and happy that this is the case. Rare and previously unre-
ported construction and navigation methods (designs, materials, methods, tools) were documented 
in writing and in video recordings by Taumakans and professional collaborators. The Tauma-
ko-based charitable organization, Vaka Taumako Project of Solomon Islands/Vaka Valo Association 
(VTPSI/VVA) was established 4 years ago, and is leading Lata Voyaging School programs with 
support from Pacific Traditions Society and others. Many cultural exchange visits have been made 
between Taumakan and other Pacific Islander communities. Articles have been published in many 
popular magazines and academic journals. The first part of a 3-part documentary film series has 
been completed. A book is being written about the entire project. 

In 1993, the Vaka Taumako Project was the aim of Te Aliki Kaveia, when he recruited me to 
help. In 1996-7 the first Tepuke in 17 years was built. In 1998 the first voyage in 18 years was taken. 
From 1999 – 2004 the “tension”/civil war in Solomon Islands made it very difficult to make more 
vessels or voyages. In 2012-13 many inter-island voyages were made on a Te Alolili type of vessel 
within the northern Santa Cruz Islands. Cyclone Pam destroyed the vessel in 2014. In 2016 another 
Tepuke was built and a voyage made direct from Taumako to western Santa Cruz Island.  In 2017 
a volcanic eruption prevented a voyage from Santa Cruz Islands to Vanuatu (“Holau Vanuatu”). In 
November, 2018 Holau Vanuatu is the goal. This international voyage will reconnect the region on 
an ancient sea-road, and will grow the confidence of the sailing crews.

Completion of the book and parts 2 and 3 the film series requires creation of exten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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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office with internet communication capacity and video production, and an archive/li-
brary for voyaging valuables and documentation. 

There is no way around the fact that voyages must be made to recreate networks and to 
assist other communities in making their own vessels and voyages.  Small children must be includ-
ed if they are to have the experiences young enough to learn fully how to be wayfinders. Elders 
must be the teachers and they cannot teach what must be taught in classrooms.  But if students of 
remote islands can train together and communicate and plan voyaging programs with each other by 
internet, it will support the transmission of wayfinding and voyaging knowledge. When communi-
cations, partnerships, and a basic network of voyagers is re-established, there will be success and 
enduring momentum in the transmission of the knowledge that took many thousands of years for 
humanity to learn.  But even now,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of the basic knowledge that Te Aliki 
Kaveia made sure was documented, can help the world to understand more about what is changing 
in climate change, and how humanity can use the knowledge of its voyaging ancestors to make a 
better future fo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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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1세션)   

 최 항 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번 국제학술대회의 주최측에서 세션 1의 논문 4편을 미리 보내주어 우선 이 4편의 논문

에 대한 본 토론자의 의견과 질문을 제시한 다음, 마지막에는 아태지역 전통해양문화의 전승

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기획된 본 국제학술대회의 취지에서 일반적인 공통 논제를 개진하고자 

한다.

 우선 사례발표 1은 홍순재 박사의 “한국 전통선박의 조선기술 -새롭게 밝혀진 조선통신

사 정사기선의 축조술-”이란 부제가 달린 논문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국립해양문화재연

구소는 지난 30여 년간 완도선을 비롯하여 고려시대 해선 10여 척을 발굴.복원한 위대한 업

적을 쌓아, 우리 고유 한선에 대한 연구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다만 지금까지 상장부 유물

이 발견되지 않아 갑판위 구조와 항해도구에 대하여는 고려도경 등 간접 자료에 근거해 추정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조선통신사선의 경우 비록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발표자가 

논문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많은 문헌과 그림들이 남아있어 선체는 물론 상장부까지 매우 합

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2012년 국립해양박물관이 개관할 때 대표

적 전시물로 영조40년(1764)에 파견한 제11차 조선통신사 정사선을 복원하여 1/2모델을 

제작하였다.

 홍순재박사는 이 논문에서 숙종37년((1711)에 파견한 제8차 조선통신사 대선의 복원내

용을 체계적으로 잘 기술한 다음 실제 재현을 위한 선박의 건조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여 이 논

문은 문헌적 가치가 높으며, 또한 전통선박의 활용가능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논문에 

관한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발표자에게서 구하고자 한다.

●● 조선시대에도 도량형제도는 시기에 따라 많은 변화를 보였고, 영조척도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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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정보를 설명하였다.  또한 서구의 지도가 도입되면서 미친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논문에 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중국은 어느 시기에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 그리고 5대양으로 구성되어 세계일주 

항해가 가능한지를 알게 되었는지, 이에 관한 문헌과 지도를 알려주기 청한다.

●● 저자가 목차에 제기한 鄭和 함대의 미대륙 발견 가능성은 Menzies가 그의 책 

<1421>에서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한 그 외의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다.

●●  중국의 역사문헌과 지도에 “日本海/東海”가 기재된 사례가 아주 많으며, 이를 

“小海, 東海, ...” 등으로 불렀음을 쉽사리 알 수 있다 하였는데, “日本海/東海” 가 명시적으

로 표기된 옛 문헌이나 지도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다.  

사례발표 3은 람리 줄리스칸다 교수의 논문 “말레이반도 동해안의 다양한 전통보트 유형

과 보트 제작의 상징성”으로, 말레이시아 동해안에서 사용되는 19종의 보트의 선형과 주요

제원 그리고 사용목적을 자세히 나열한 다음 보트에 장착된 주요 장식물을 소개하였다.

 이 논문에 대하여 질문은 아래와 같다.

●● 이 논문에는 가장 단순한 통나무배인 Jalur Boat에서부터 현대적 구조선인 

Payang Boat까지 19척의 배가 나열되어 있다.  그러나 전통선박도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기술의 발달에 따라 형상과 크기는 물론 건조법도 변화하면서 발전해가 성능이 처지는 옛 배

는 자연스럽게 소멸하기 마련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러한 배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함께 

전해져 사용되고 있다는 설명은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Mat Rian Boat와 Setak Boat 

그리고 Haluan Katup Boat는 형상이나 크기 및 용도가 유사하여 기술적 발달에 따라 변

천하여 가장 성능이 우수한 선박만 전해올 것 같은데, 모두가 살아 전해오는 이유가 무엇인

지 궁금하다.

가지다.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조척의 길이가 조금씩 줄어드

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논문에서는 덕수궁에 있는 황종척을 근거로 영

조척을 30.65cm로 정하였다.  한편 제11차 조선통신사 정사선을 복원할 때는 영조척을 

31.22cm로 택하였다.  그 이유는 덕수궁에 소장된 황종척은 근세에 동으로 제작한 모사품

이란 점과 이 분야의 전문가인 박흥수교수가 건축 유물 등을 조사하여 영조시대의 영조척은 

31.22cm로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직접적 유물이나 증거가 발견되기 전에는 최종결론을 

유보해야 된다는 점에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 순조22년(1822) 대마도에 파견된 문위사선에 대한 <軒聖遺稿>는 한선연구에 매

우 소중한 자료이다. 이 자료에 포함된 造船式도 에는 이물비우의 중앙재가 四把半 길이의 曲木

이라 명기되어 있다. 비록 100년 이상의 시차가 있는 선형이지만 이 점에 근거해 저항의 차이

를 살펴 본 발표자의 노력은 높이 평가해 마땅하다. 그러나 이 도면을 보면 선수부는 직선이고, 

양 옆의 각 3개의 부재는 평판으로 구성되어 있어 과연 얼마나 유의미한 저항 감소가 이루어질

지 의심스럽다.  특히나 이 배의 운항 속도는 대략 7~8 knots로 추정되는데, 이 속도 구간에

서 조파저항은 미미하다. 그리고 CFD로 한선의 유동을 계산할 때에는 코드의 적절한 선정은 

물론 같은 코드라 해도 격자와 점성모델의 선택에 따라 매우 상이한 결과를 얻게 됨은 잘 알려

져 있다. 따라서 저항에 대한 결론에 이르려면 무척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

 

●● 통신사선의 선실과 배치는 순조11년(1811)에 마지막으로 파견된 통신사에 대

한 <辛未通信日記>에 근거하여 좌현 7개, 우현 8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발표자는 이 

논문에서 회화에 근거하여 14개라 주장하였다. 역사적 사실을 논하며 회화를 인용하려면 극

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비록 본 토론자만의 의견은 아닐 것이다. 

사례발표 2로 발표되는 논문 “중국 고대문헌 속의 아시아 해역”에서 류잉성 교수는 우선 

중국에서 시대에 따라 달라진 洋과 海의 개념을 설명한 다음, 아편전쟁이전 중국문헌과 지도

에 나타난 중국을 둘러싼 태평양과 인도양 그리고 그에 부속된 여러 해의 명칭과 관련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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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logy)을 활용하여 배를 건조하여 어업, 사람과 물자 이송 등 지역에 필요한 용도로 맞게 

사용하는 정책적 배려가 유용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저자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과 제안을 개진하고자 한다.  우리 인류

가 오랫동안 영유해 온 전통 해양문화가 점차 사라져가는 요즈음 아태지역의 각 나라가 지금

까지 경주한 노력과 결과를 소개하고 재조명하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매우 소중한 소통의 

장이다. 육지에는 경계가 있지만 바다는 열려있어 오랫동안 폭넓게 교류가 이루어져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발굴하고 복원한 각국의 전통선박과 해양문화에 대한 발

표를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아태해역권에서 어떻게 해상교류가 이루어져 왔으

며, 그 영향이 각국의 전통선박과 해양문화에 미친 영향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토론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 생각한. 예를 들어 15C 매번 200여척의 함대를 구성하여 모두 7번

에 걸쳐 이루어진 鄭和의 대항해가 아태해역, 특히 말라카해역의 전통선박의 선형과 건조법

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17C 스페인의 침입으로 Galleon 선을 대량 건조해야만 했

던 필리핀에서 그 후 전통선박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 또한 이러한 영향의 2차 파급

효과는 어떠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이에 덧붙여 우리가 함께 논의할 다른 하나의 관련 주제는 전통선박과 해양문화 계승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활용가능성을 짚어보는 시도이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양의 전

통선박은 현대적 선박에 비하여 많은 차이를 보이며, 대부분 성능 면에서 우월하지 못한 것

이 사실이다.  지역적 특성을 살려 적정기술로 전통선박을 계속 건조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경

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통선박의 전승과 발달은 크게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

라서 전통선박에 대한 발굴과 보존 등 전승노력의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지, 그리고 이에 부

수되는 문제인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 결과물의 대국민 홍보와 재원확보, 아태지역에서의 

국제협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하는지 우리 모두 다 함께 논의할 가치가 있을 것으

로 사료되어 이 문제를 제기한다.

●● 대부분의 배는 외판을 이어붙이는 carvel공법으로 건조되었는데, 이때 어떤 방

식으로 부재를 연결하였는지, 방수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알고 싶다. 그리고 Sekoci Boat

와 Bedar Boat를 제외한 나머지 배들의 선미선형은 조종키를 설치하기에 적합해 보이지 않

은데, 조정키는 어떻게 부설되었는지 알고 싶다.

●● 이 논문에서는 말레이반도 동쪽해역에서 건조하여 사용한 배만을 다루었는데, 

서쪽 해역의 경우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상호간의 교류와 영향은 없었는지 알고 싶다.

사례발표 4는 오로라 록사스 림 교수의 논문 “필리핀의 전통선박 제작과 해양문화” 인데, 

그는 7천 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해양문화가 역사적으로 

필리핀의 사회정치에 미친 중요한 영향을 논하면서, 서양의 지배로 필리핀의 전통선박이 계

승되지 못하고 단절되는 현상을 안타까워 하면서, 이를 개선하는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 대한 질의는 아래와 같다.

●● Libertad에서 발굴된 7척의 전통선박 balangay는 탄소연대시험에 의하여 

4C와 10-13C의 배로 추정된다 하였다. 즉, 이들 선박들은 거의 천 년이란 시간의 간격을 

보이는중요한 해양문화재인데, 이들 배에서 그 동안 이루어진 선박의 선형, 구조, 결구법 등 

기술의 발전이 잘 드러나 있는지 무척 궁금하다.

●● 기원전 시기에 이러한 배로 태평양의 Polynesia 제도는 물론 해상조건과 항해

방향이 다른 인도양의 Madagascar까지 어떻게 항해가 가능한지?

●● 동양의 전통선박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현대의 선박과 다르고, 대부분 성능도 뒤 

떨어져 실용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필리핀의 경우에는 7천 여개의 섬으

로 이루어져 수로가 복잡하고 수심의 제한 등 해양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목재나 선구재 등 

재료를 해당지역의 물자를 활용하여 또한 전해오는 기술, 즉 적정기술(appropriate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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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The essay written by Dr. Soon Jae Hong is rich in academic value, as it systematically doc-
uments the restoration of the large ship dispatched with the 8th Joseon Tongsinsa mission in 1711 
(37th year of Sukjong’s reign) and explains the construction process of the replica ship in great 
detail. Furthermore, it offer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potential utilization of traditional ships. 
The following are some of the questions that I wish to pose to the presenter with regard to the essay.

 - Systems of weights and measures in the Joseon dynasty varied significantly in each era, 
and yeongjocheok is no exception. According to current findings, the length of yeong-
jocheok is deemed to have shortened over time. This essay set the length of 1 yeong-
jocheok as 30.65 cm, based on the hwangjongcheok housed in Deoksugung Palace. How-
ever, for the restoration of the chief envoy ship of the 11th Joseon Tongsinsa mission, 
1 yeongjocheok was set at 31.22 cm. The reason for this was that the hwangjongcheok 
housed in Deoksugung Palace is a modern replica crafted in copper, while Professor Park 
Heung-su, an expert in this field, investigated various aspects such as architectural re-
mains to determine the length of yeongjocheok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as 31.22 
cm. I would like to hear the presenter’s perspective on the opinion that a final conclusion 
must be postponed until the discovery of a decisive artifact or evidence.

Containing the records of a ship carrying interpreters who were dispatched to Tsushima 
Island in 1822 (22nd year of Sunjo’s reign), Heonseongyugo (軒聖遺稿, Record of Plans and Ma-
terials for Joseon Diplomatic Ship) is a vital material for the study of traditional Korean ships. The 
shipbuilding manual included in the said material specifies that the centerpiece of the bow plate is 
a curved timber with a length of 4.5 pa (1 pa = 5 yeongjocheok). Although the said record refers 
to the form of a ship almost 100 years apart in time, the presenter’s efforts in using it as a reference 
point to identify the difference in resistance must be highly regarded. However, the blueprint shows 
a straight-line stem with three flat members to each side, and it is doubtful whether the reduction in 
resistance will be to a significant degree. In particular, the sailing speed of this ship is estimated at 
around 7-8 knots, where water resistance is minimal. When calculating the hull flow of traditional 
Korean ships using CFD, it is widely known that the selection of the correct code is important, and 
even with the same code, the selection of the mesh and viscosity model may yield wildly varying 

Discussion 1 (Session 1)    

Hang Sun Choi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the organizers of this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sent the four essays to be 
featured in Session 1 in advance, I will present my opinions and questions regarding the said four 
essays and end by opening shared agendas for discussion based on the aim of this international ac-
ademic conference, which was organized as a way to contribute to the transmission and growth of 
traditional maritime culture in the Asia-Pacific region.

First, Presentation 1 introduced an essay written by Dr. Soon Jae Hong, titled “Traditional 
Shipbuilding Technology of Korea - New Discovery of Construction Technology Used for Chief 
Envoy Vessels of Joseon’s Tongsinsa.” As many of you may be aware, the National Research In-
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has made staggering achievements over the past 30 years in 
excavating and restoring over 10 Goryeo-era ships including the Wando Ship, which contributed 
critically to the research on Korea’s traditional ships. However, the lack of documentary artifacts 
discovered to date has meant that information with regard to the on-deck layout of ships and the 
navigational tools used has been based on speculation derived from secondary materials such as 
Gaoli tujing (高麗圖經, Illustrated Account of Goryeo). However, in the case of Joseon Tongsinsa 
ships, although there have been no actual artifacts that have been discovered, there are numerous 
texts and paintings on the subject matter, as cited in the presenter’s essay, which allows a highly co-
herent estimation of the ship’s hull and interior. As a result, when the Korea National Maritime Mu-
seum first opened in 2012, the chief envoy ship of the 11th Joseon Tongsinsa mission, dispatched 
in 1764 (40th year of Yeongjo’s reign), was restored and constructed in a 1/2 scale model as a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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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日本海) or the East Sea (東海).

Presentation 3 introduced an essay titled “Various Type of Malay Traditional Boats in the 
East Coast of Malay Peninsula and Symbolism in Boat Crafting” by Professor Ramli Zuliskandar, 
who provided a detailed explanation of the hull shapes, specifications and purposes of 19 types of 
boats used along the east coast of Malaysia, and showcased notable decorations attached to such 
boats. 

The questions regarding this essay are as follows.

 - This essay lists 19 ships from the Jalur Boat, which is the most simplistic type of wood-
en canoe, to the Payang Boat, which is a modern rescue boat. However, the shapes, 
sizes and construction methods of traditional ships have changed and developed with 
the advancement of technology over a long period of time, which naturally leads to the 
extinction of outdated ships. In this respect, it is difficult to comprehend the claim that 
such outmoded ships have remained in use from historical times to the modern times. In 
particular, the Mat Rian Boat, Setak Boat and Haluan Katup Boat are similar in shape, 
size and purpose, which would make it seem natural that only the most functionally ca-
pable boat would have remained. I would like to know why all three types of boats have 
survived to the present day.

 - Most of the boats were built through carvel planking, consisting of adjoined hull planks. 
I would like to know which methods were used to connect the members and waterproof 
the hull. In addition, I would like to know how the rudder was attached, since the stern 
of the boats other than the Sekoci Boat and Bedar Boat do not appear to be appropriately 
shaped for the installation of a rudder.

 - This essay solely dealt with the ships built and used in the eastern coast of the Malay 
Peninsula. I would like to know what kind of differences there are from the case of the 
western coast, and whether there were any mutual interactions.

Presentation 4 introduced an essay titled “Philippine Traditional Boatbuilding and Maritime 

results. Therefore, making a conclusion on water resistance will require a painstakingly detailed ap-
proach.

 - The cabins on Tongsinsa ships and their layout have been identified as seven cabins on 
the port side and eight on the starboard side, based on Sinmitongsinilgi (辛未通信日

錄, Diary of 1811 Travelogue to Japan), which documented the final Tongsinsa mission 
dispatched in 1811 (11th year of Sunjo’s reign). However, the presenter claimed that there 
were 14 cabins on the ships, based on evidence found in paintings. I am not alone in the 
opinion in that citing paintings in discussing historical facts necessitates the utmost cau-
tion.

 - Presentation 2 introduced an essay titled “Seas of Asia in Ancient China’s Literature” by 
Professor Liu Ying Sheng, who explained the concepts of hai (海) and yang (洋), which 
varied in different periods throughout Chinese history. Subsequently, he explained the 
names of various oceans surrounding China, such as the Pacific and Indian Oceans and 
the various adjoining oceans, and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relevant countries. In 
addition, he discussed the impact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Western maps.

The questions regarding this essay are as follows.

 - In which period was it discovered in China that the earth is round and consists of the five 
major oceans, which allow the circumnavigation of the globe? I would appreciate the 
presentation of the relevant literature and maps.

 - The possibility that the fleet led by Zheng He discovered the Americas, as suggested 
by the presenter in the contents of the essay, was also asserted in 1421: The Year China 
Discovered America by Gavin Menzies. I would like to know whether there is any other 
scientific evidence to support this claim.

 - It was remarked that there are countless cases in Chinese historical literature and maps 
that mention the Sea of Japan (日本海) or the East Sea (東海), which can be easily iden-
tified as having been referred to as the Small Sea (小海) or the East Sea (東海). I am 
curious as to the volume of historical texts and maps that specifically indicate the Sea of 

International Symposium on Intangible Heritage along the Maritime Silk Road352 353Ship, Navigation and People Session 01 Discussion 01.



maritime routes. Therefore, I believe that it is deeply meaningful to share information through pre-
sentations regarding traditional ships that have been excavated and restored by various countries 
and their maritime cultures, the methods of maritime exchanges in the Asia-Pacific maritime sphere, 
and the subsequent influence on the traditional ships and maritime culture of each country. For 
example, I believe that there is a need to study the seven great voyages taken by Zheng He in the 
15th century with over 200 ships on each expedition to identify their impact on the hull shapes and 
construction methods of traditional ships in the Asia-Pacific and particularly the Malacca Strait, or 
to examine the Spanish invasion of the Philippines in the 17th century to identify the impact of the 
mass production of galleon ships on traditional ships, as well as the secondary ripple effects of such 
historical developments.

In addition, another relevant topic that we must discuss together concerns the 
attempt to clarify the meaning, purpose and utility of transmitting traditional ships and 
maritime culture. As highlighted above, traditional Asian ships are significantly outdated 
in comparison to modern ships in terms of functionality. Although there are some cases in 
which local characteristics have allowed the continued construction and usage of traditional 
ships using appropriate technology, in most cases, the transmission and development of 
traditional ships face considerable limitations. Therefore, I am highlighting the need for 
a concerted discussion involving all of the parties concerned, with regard to defining the 
purpose of the transmission efforts toward traditional ships including their excavation and 
preservation, and related aspects such as the education and utilization of specialists in the 
field, public promotion of the outcomes of such efforts and securing the necessary financial 
resources, and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cross the Asia-Pa-
cific.

Culture” by Professor Aurora Roxas-Lim, who discussed the crucial sociopolitical influence of mar-
itime culture throughout the history of the Philippines, based on the country’s geographical charac-
teristic of consisting of around 7,000 islands. Expressing remorse at the loss of traditional Philippine 
ships and the failure to ensure their transmission due to Western colonization, he presented a num-
ber of policy measures to remedy this loss.

The questions regarding this essay are as follows.

 - The seven traditional balangay ships excavated in Libertad are estimated to have origi-
nated in the 4th and 10th-13th centuries. As such, these ships are crucial artifacts of mar-
itime cultural heritage spanning over almost a thousand years. I am keenly interested to 
find out whether the ships aptly illustrate the advancement of technology during this time, 
with regard to the hull shape, structure and joining techniques used to build ships. 

 - How was it possible for ships from such historic times to sail as far away as Polynesia 
in the Pacific Ocean as well as Madagascar in the Indian Ocean in the opposite direction 
under different maritime conditions? 

 - Traditional ships of Asia differ from modern ships in various regards and most are out-
dated in terms of functionality and difficult to put to practical usage. However, in the case 
of the Philippines, there are maritime and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such as the country 
consisting of more than 7,000 islands with complex waterways and depth constraints. 
This requires policy considerations to use the resources of the relevant region and appro-
priate technology, which has been transmitted throughout history, to construct ships for 
various local uses, such as fisheries, freight and passenger transport. I would like to know 
the presenter’s opinion on this matter.

Finally, I would like to bring to the floor a number of opinions and proposals in general. 
Amidst the continuing decline of traditional maritime culture, which has been shared by humanity 
throughout its history, this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is a precious opportunity for commu-
nication, with the aim to introduce and revisit the efforts of various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in 
response to this decline and the outcomes of such efforts. Although there are borders on land, the 
oceans are open, and there have been a wide range of interactions that have taken place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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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선단 별칭

정사선 上船, 騎船, 정사기선, 제1기선, 1기선, 1선, 畵舫樓船

정사 복선 下船, 기복선, 복선, 1복선, 4선 

부사선 상선, 부사기선, 제2기선, 2기선, 제2선, 화방누선

부사 복선 소선, 부복선, 복선, 2복선, 5선

종사관선 하선, 3기선, 제3선, 3선, 화방누선

종사관 복선 소선, 종복선, 복선, 제6선, 6선 

둘째, 도량형 환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把 = 5자, 1자(尺) = 30.65cm, 1치(寸) = 1/10

자로 환산한다면, 발표문 <표 1>(김재근, 한국의 배, p.263의 표30과 같음) 본판의 長 : 

14把 2尺 5寸 = 71.25尺이 아니라 14 x 5 + 2 + 0.5자 = 72.5자가 되어 발표자의 계산

과는 1.25자 x 30.65cm = 38.31cm의 오차가 생깁니다. 물론 정사선의 전체 길이 34m

에서 38.31cm는 작은 오차지만, 선박이라는 정교한 구조물을 축조하는 데 작은 오차라도 

선박 건조 과정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통신사선 선형 설계를 위해 <계미수사록>(1763년), <증정교린지>(도해선척식)

(1802), <헌성유고>(1822)의 제원과 건조과정, 건조법 등을 종합하고, 기타 회화 자료를 

참조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통신사는 임란 전 8회, 임란 후 12회 등 총 20차례 파견되

었는데, 파견된 통신사선이 모두 동일하게 건조되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물론 한

선의 건조법상 기본적인 선체와 조선법 등은 유사했을 것이나, 선실의 배치, 파도막이, 중앙

이물비우, 치 잡이(창나무) 등이 모두 동일하게 구조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따라

서 이번 국립목포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건조 중인 통신사선을 통신사 정사선의 전형으로 확

대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이번 발표문에서 치의 창나무(舵柄, 키 잡이)를 <조선통신사

선 견비전주선행렬도>(1748), <조선선입진지도>(1855) 등을 근거로 선미 뒤쪽으로 설치

되었음을 처음으로 찾아냈으며, 이를 토대로 건조 중인 정사선의 창나무도 선수 방향이 아닌 

선미 방향으로 설치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1719년 9차 통신사 선단도 병풍 속의 통신사선, <和韓船用集>(1761/ 1766?)

의 조선선(김재근, 한국의 배, p.281)이나 <진도일기> 속의 ‘한선앙면도’(1811) 상에는 창

나무가 선수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김재근, 한국의 배, p.287) 또한 조영석의 <출범

토론 2 (1세션)    

 김 성 준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부 교수

발표 1.  홍순재, 한국 전통 선박의 조선기술 – 새롭게 밝혀낸 조선통신사선 정사기선의 

축조술

통신사선은 한선 가운데 가장 크고, 화려한 외항여객선이다. 토론자는 이미 국립해양문화

재연구소에서 건조하고 있는 조선통신사선의 건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건조 과정의 일부를 

참관한 바 있다. 당시에는 제한된 일정으로 인해 정사선의 외형과 내부 구조의 일부만을 눈

으로 어림잡아 본 데 불과했습니다. 구체적인 구조와 조선법에 대해 매우 궁금해 하던 차에 

이렇게 상세하게 정리된 글을 통해 통신사선의 실체를 확인하고, 새롭게 밝혀낸 구조(치의 

설치법, 갑판상 파도막이, 취사공간, 중앙 이물비우 등)를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저에

게는 매우 유익한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진전을 위해 발표문을 

읽는 동안 가졌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제의 ‘조선 통신사 정사 기선’이라는 표현이 다소 생경하게 느껴집니다. 통신사선

이라는 용어는 정사선, 부사선, 종사관선, 정사복선, 부사 복선, 종사관 복선 등을 포괄하는 

호칭이므로 발표문의 논의대상이 되는 정사선을 지칭하기에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발표자께

서 정사 기선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 같습니다. 물론 사료상에는 ‘정사 기선’이라는 용

어를 사용한 경우도 있지만, 정사선이나 騎船이라고만 해도 정사선을 지칭하기 때문에 굳이 

‘통신사 정사 기선’이라고 불필요하게 길게 표현하지 않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

라서 ‘조선통신사 정사선(또는 騎船)의 축조술’로 표현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개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출판한 <통신사 선단의 항로와 항해>(2017, p.46)에 통신사 선단의 

구성에 대해 잘 정리해 놓았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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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이번에 발표자가 발표한 통신사 정사선은 복원선이나 재현선이라고 표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토론자의 생각입니다. 이미 <조선통신사선 재현선 상량식>(2018.2.22.) 등

으로 공식화한 바 있는데, 발표자도 인정한 바와 같이 엔진 장착, 횡보강재,  center keel-

son, frame과 격벽 등을 갖춘 현대적 조선기법으로 건조되었다는 점에서 외형만 통신사 정

사선으로 만든 ‘통신사선형 목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향후 전문가들이나 일반인들에게 혼란

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발표자는 전통 한선 건조 전문가로서, 외판 결합법, 멍에 결합법, 이물비우와 갑판 보와의 

결합 등 조선기술상의 핵심적인 부분을 실제적으로 밝혀냈다는 점에서 한선 연구에 매우 귀

중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자의 한선 조선기술 연구가 더욱 진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발표 2. 류잉성, 중국 고대문헌 속의 아시아 해역

중국의 역사에 대한 지식이 깊지 않은 토론자에게 중국 고대 문헌 속의 해역 명에 대한 류

잉성 교수님의 발표는 매우 유익하였습니다. 이 분야의 문외한으로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첫째, 영어 원문을 보면, 우리의 동해, 일본의 일본해라는 해역을 Sea of Japan이라고 

적고 계신데, 이것은 중국 내에서의 일반적인 표기인지, 아니면 영어로 발표문을 작성하시면

서 일반적으로 영어권에서 그렇게 표기하기 때문인지 알려주십시오. 이 문제는 한일간에 매

우 민감한 사안으로 우리는 역사적으로 Sea of Korea라는 명칭이 먼저 등장한 뒤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기에 Sea of Japan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많은 지리서와 지도

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둘째, 위의 질의와 연관된 것인데, 발표문 3.‘遼海’와 ‘東海’에서 중국의 요, 금 시대에는 

동해와 요해가 청 말기까지 우리의 동해(일본해)를 의미하며, ‘동해’가 한반도의 동쪽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극동 대륙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이 한일간에 동해/ 일본해로 각기 부르며 논쟁 중인 문제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한반도의 동쪽에 있는 바다’여서 ‘동해’

도>(1733)를 보면 창나무가 치체를 관통하여 선수방향과 선미방향 양쪽에서 치를 조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통신사선의 창나무는 일반적으로는 기존의 견해대로 선수 

방향 쪽으로 설치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갑판상의 구조에 따라 선수 방향으로도, 선미방향

으로도 설치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 

和韓船用集의 조선선(1761/66?) 津島日記(1811) 속의 항행도

조영석의 출범도(1733) 진도일기 속 韓船仰面圖(1811)

넷째, 이물비우를 완만하게 휘어 올라가도록 조성하여 조파저항을 최소화한다고 보았으나 

이는 과도한 의미부여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평면형 선수 형상을 가진 통신사선의 이물비

우에 부딪히는 조파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대선박처럼 유선형으로 조성해야지, 이물

비우를 휘어져 올라가게 조성한다고 해도 조파저항을 약간이나마 줄일 수 있을지 모르나, 최

소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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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토론자는 어떻게 외판을 줄이나 실로 봉합해서 결합할 수 있는 지 매우 궁금합니다. 말

레이보트에서 외판을 어떻게 봉합하여 결합하는 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4. 오로라 록사스 림, 필리핀의 전통선박 제작과 해양문화

2015-16년 2년 동안 KOICA의 필리핀 등대 현대화 프로젝트를 위해 4차례 필리핀의 

루손섬과 세부 섬 등의 등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때 필리핀은 해양민족이구나라는 생각

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섬으로 이동할 때 사용되는 크고 작은 보트들을 banca라고 불렀

는데, 필리핀의 전통 선박에서 banca가 차지하는 위치는 어떤 것입니까? 즉, banca는 루

손과 비사야 지역의 통나무배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인지, 아니면 특정 통나무배의 여

러 선형 중 하나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발표문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필리핀의 전통 선박의 현대적 계승에 대해 매우 고민

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직접 보고 느꼈던 것은 방카가 outrigger가 있어

서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강이나 연안 가까이에서 레저용으로 보급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2인용 정도의 방카를 20만원 내외면 구입할 수 있다고 들었습

니다. 따라서 1인-5인용 정도의 방카를 레저용으로 보급하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

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럽형 카누는 중심을 잡기 어렵고 물결이 있는 데서는 초보자들이 

배우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가 아니라, ‘극동의 바다’라는 의미로 ‘동해/ 극동해’(Eastern Sea/ Far Eastern Sea)로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발표자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발표자는 고문헌 속의 ‘동대양해’를 태평양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명하셨는데, 각 시

대별로(한-당-송-원-명-청) 중국인들이 실제적인 지식이나 항해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태평양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궁금합니다. 

발표 3. 람리 줄리스칸다, 말레이반도 동해안의 다양한 전통보트 유형과 보트 제작의 상징성

말레이반도의 다양한 선형에 대해 알게 해 주신 발표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유럽인들이 중국의 배를 가리키는 junk란 말이 말레이보트 일종인 ‘jong’에 유래되

었다고 하셨고, 영어의 주요 어원 사전에서도 13세기 말레이어 jong에서 유래되어 16세기 

포르투갈어 junco가 되고, 영어의 iunco/ giunche로 변형되어 최종적으로 junk가 된 것

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https://www.etymonline.com). 제가 공부한 바로는 元代의 

선박을 크기에 따라 대선을 鎭克(junk), 중선을 曹(Zao), 소선을 喀克姆(Kakam)이라 부

른 데서 원대의 가장 큰 배인 鎭克(junk)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Ramli 교수님과 

LIU 교수님께서 중국 전통선을 junk라 부르게 된 것이 말레이어 jong에서 유래한 것이 먼

저인지, 아니면 원대의 鎭克(junk)라는 용어에서 온 것인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둘째, 발표자께서는 The Periplus of the Erythraean Sea의 저자를 1세기 지리학자

인 Ptolemy라고 명시하셨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이 책의 저자는 아직까지 누구인지 밝혀

지지 않았습니다. Schoff는 “Date and Authorship of the Periplus”(1912)라는 논

문을 통해 이 책의 저자를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혼합해 사용한 것으로 미루어 고도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니며 이집트에 거주한 그리스인(로마시민)’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발표자

께서 이 책의 저자를 Ptolemy로 특정한 어떤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셋째, Kulit Kayu boat나 Haluan Katup boat처럼 외판(외벽, birai)을 등나무 줄

로 縫合하는 것은 아랍어 전통선박인 Dhow선의 봉합술과 비슷해 보이는데, 이 분야의 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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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y the chief envoy ship or giseon. I feel that it is perhaps unnecessary to refer to the chief envoy 
ship in the extended expression of “chief envoy vessel of Joseon’s Tongsinsa.” As such, I would 
suggest that the subtitle is revised to “Shipbuilding Technology Used for Chief Envoy Ships of Jo-
seon’s Tongsinsa (or giseon).” The composition of Tongsinsa envoy fleets have been described in 
detail in Maritime Routes and Navigation of Tongsinsa Fleets (2017, p. 46), published by the Korea 
National Maritime Museum, which I would advise that you use for reference.

Tongsinsa fleet Other names

Chief envoy ship Upper ship, giseon, chief envoy giseon, giseon no. 1, giseon 1, ship 1, 
hwabangnuseon

Chief envoy bokseon Lower ship, gibokseon, bokseon, bokseon 1, ship 4

Deputy envoy ship Upper ship, deputy envoy giseon, giseon no. 2, giseon 2, second ship, 
hwabangnuseon

Deputy envoy bokseon Small ship, bubokseon, bokseon, bokseon 2, ship 5

Documentary official ship Lower ship, giseon 3, third ship, ship 3, hwabangnuseon

Documentary official bokseon Small ship, jongbokseon, bokseon, sixth ship, ship 6

Second, I have an issue with the conversion of units for weights and measures. Table 1 
(identical to Table 30 on p. 263, The Traditional Ships of Korea, Kim Jae-geun) of the presentation 
essay shows the length of the bottom plate as 14 pa 2 cheok 5 chon = 71.25 cheok. However, con-
verting 1 pa as 5 cheok, 1 cheok as 30.65 cm, and 1 chon as 0.1 cheok, the actual measurement is 
calculated as 14 x 5 + 2 + 0.5 cheok = 72.5 cheok, which yields a discrepancy of 1.25 cheok x 30.65 
cm = 38.31 cm from the presenter’s calculation. While 38.31 cm is a minor error, considering that 
the chief envoy ship reaches 34 m in total length, even minor errors may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construction process of a structure as intricate as a ship. 

Third, it was explained that the design of the hull shape for the chief envoy ship was created 
by compiling the specifications, construction processes and methods documented in Gyemisusarok 
(癸未隨槎錄, 1763 Travelogue of Japan), Jeungjeonggyorinji (增正交隣志, Record of Joseon 
Diplomatic Relations with Japan in 1802), and Heonseongyugo (軒聖遺稿, Record of Plans and 
Materials for Joseon Diplomatic Ship), in addition to referencing various paintings. A total of 20 
Tongsinsa missions were dispatched in history, eight missions before and 12 missions after the Jap-

Discussion 2 (Session 1)    

Sung-june Kim 
Associate Professor,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Presentation 1. Soon Jae Hong, “Traditional Shipbuilding Technology of Korea: New Discov-
ery of Construction Technology Used for Chief Envoy Vessels of Joseon’s Tongsinsa”

Tongsinsa ships comprised the largest and most elaborate of seagoing passenger vessels 
among traditional Korean ships. I have already personally visited the construction site of the Joseon 
Tongsinsa ship that is currently being built by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and observed a part of the shipbuilding process. At the time, schedule constraints limited 
my observations to a casual view of the chief envoy ship’s exterior hull shape and parts of the in-
terior structure. I had been deeply curious about the overall structure and shipbuilding techniques 
involved in the aforementioned ship, and I felt that this presentation was highly productive as it 
provided a detailed and organized work of writing on the actual form of Tongsinsa ships and new-
ly-identified structural elements (installation method of the rudder, wave-breaking structures on the 
deck, cooking area, bow plank, etc.). Nonetheless, I would like to pose some questions regarding 
certain concerns that I had while reading the presentation essay, in order to advance the discourse. 

First, the expression used in the subtitle, “Chief Envoy Vessels of Joseon’s Tongsinsa,” 
seems somewhat unusual. As the phrase “Tongsinsa ships” refers to all vessels used by Tongsinsa, 
encompassing both giseon and bokseon for the chief envoy, deputy envoy, and documentary offi-
cials, it is not the precise term for the chief envoy ship, which is the main topic of the presentation 
essay, wherein you mentioned the specific term of chief envoy giseon. Naturally, some historical 
records indeed use the term “chief envoy giseon,” and the chief envoy ship can be referred to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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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on ship in Wakansenyoshu (1761/66?) A painting of a sailing ship in Tsushima nikki (1811) 

Chulbeomdo by Jo Yeong-seok (1733) Kansen gyōmen zu in Tsushima nikki (1811)

Fourth, the presenter inferred that the bow plank was carved in a gentle upward curve to 
minimize water resistance, but I believe that this is overinterpretation. In order to minimize the wa-
ter resistance against the bow plank of a Tongsinsa ship with a straight-line bow, the bow must be 
a streamlined shape like a modern ship. Otherwise, although forming the bow plank in a slightly 
upward-curving shape might slightly reduce water resistance, it will not be sufficient in actually 
minimizing it. 

Fifth, it is my opinion that the chief envoy ship of Tongsinsa as showcased by the presenter 
should not be referred to as a restoration or a replica. The expression has already been used in an offi-
cial setting at the “Completion ceremony of the replicated Joseon Tongsinsa ship” (February 22, 2018). 
However, as the ship has been built through modern shipbuilding techniques including the installation 
of an engine, transverse reinforcements, a center keelson, frame and bulkheads, as acknowledged by 
the presenter, it should be referred to as a “wooden ship in the style of a Tongsinsa ship” without only 
outward similarities, in order to avoid confusion among experts and the general public.

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It does not seem likely that all of the Tongsinsa ships would have 
been designed to be identical. Naturally, the base hull and shipbuilding techniques may have been 
similar for most traditional Korean ships, but it seems unlikely that they would have been identical-
ly structured in terms of cabin layout, wave-breakers, center bow plank, rudder (tiller), etc. There-
fore, the Tongsinsa ship currently under construction at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in Mokpo should not be mistakenly construed as the typical form of chief envoy 
ships of Tongsinsa. In particular, the presentation essay identified that the tiller of the rudder was 
installed at the back of the stern, based on materials such as Chōsen tsūshinshisen ken Bizen shūsen 
gyōretsuzu (朝鮮通信使船牽備前舟船行列圖, Procession of Japanese Ships from the Bizen 
Province to Guide Joseon Tongsinsa Ships) of 1748 and Chōsensen Nyūshin no zu (朝鮮船入津之

圖, Painting of Joseon Ship Entering into Port) of 1855. Based on this finding, the chief envoy ship 
currently under construction has been redesigned to install the tiller at the stern instead of the bow. 

However, the Tongsinsa ship depicted in the folding screen painting of the 9th Tongsinsa 
fleet in 1719, the Joseon ship in Wakansenyoshu (和韓船用集, Collection of Japanese-Chinese 
Nautical Terms, 1761/1766?) (p. 281, The Traditional Ships of Korea, Kim Jae-geun), and Kansen 
gyōmen zu (韓船仰面圖, Bird’s Eye View of a Korean Ship, 1811) in Tsushima nikki (津島日記, 
Tsushima Journal) depict the tiller as being installed toward the bow. In addition, Chulbeomdo (出
汎圖, Painting of an Embarking Ship, 1733) by Jo Yeong-seok shows that the tiller passes through 
the rudder post to allow the rudder to be controlled from both bow and stern. In conclusion, it can 
be construed as historical fact that the tiller of a Tongsinsa ship was generally installed toward the 
bow, in line with the conventional opinion, but it was also installed at the stern depending on the on-
deck layout of the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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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ailing experience.

Presentation 3. Ramli Zuliskandar, “Various Types of Malay Traditional Boats in the East 
Coast of Malay Peninsula and Symbolism in Boat Crafting”

I would like to extend my appreciation to the presenter for his presentation on various types 
of boats in the Minsula and ask a few questions regarding the presentation.

First, the presenter remarked that the European term junk to refer to Chinese ships origi-
nated from jong, a type of Malay boat. A major English etymological dictionary (www.etymonline.
com) indicates that the word originated from the Malay word jong in the 13th century, later becom-
ing junco in Portuguese, then iunco/giunche in English, ultimately becoming junk. According to 
my studies, ships of the Yuan dynasty were categorized as junk (鎭克) for large ships, zao (曹) for 
medium-sized ships, and kakam (喀克姆) for small ships, and the word junk originated from the 
largest type of ships in the Yuan dynasty. I would like for Professor Ramli and Professor Liu to clar-
ify whether the word junk for traditional Chinese ships originated from the Malay word jong or the 
Yuan dynasty expression junk (鎭克).

Second, the presenter specified the author of The Periplus of the Erythraean Sea as the 
1st-century geographer Ptolemy, but the actual author of the treatise has yet to be identified in my 
knowledge. In an essay titled “Date and Authorship of the Periplus” (1912), Schoff estimated the 
book’s author as a Greek man (Roman citizen) residing in Egypt who was not highly educated as “is 
evident from his frequent confusion of Greek and Latin words.” I would like to know if the present-
er has specific evidence to identify the author of the book as Ptolemy.

Third, the method of joining shell plates (outer wall, birai) using rattan rope, as in the case 
of the Kulit Kayu boat or the Haluan Katup boat, appears to be similar to the joining method for the 
traditional Arab ship of dhows. As a layman in this area, I am very curious to know how the shell 
plates of a ship were joined and sealed using ropes or strings. I would like a further explanation on 
how shell plates were joined and sealed in Malay boats. 

Presentation 4. Aurora Roxas Lim, “Philippine Traditional Boatbuilding and Maritime Cul-
ture”

The presenter has made an extremely valuable contribution to the study of traditional Ko-
rean ships by shedding light on core aspects of shipbuilding techniques such as the joining methods 
for shell plates, girders, bow planks and deck beams as an expert on traditional Korean shipbuild-
ing. I look forward to continued progress in the presenter’s research into the shipbuilding techniques 
for traditional Korean ships.

Presentation 2. Liu Yingsheng, “Seas of Asia in Ancient Chinese Literature”

Since I am not an expert on Chinese history, I found Professor Liu Yingsheng’s presenta-
tion on the naming of oceans in ancient Chinese literature to be highly engaging. As a layman in 
this area, I would like to ask a few questions.

First, looking at the English version of the text, the sea between Korea and Japan is indicat-
ed as the Sea of Japan. I would like to know whether this is the conventional expression in China, 
or whether the term was chosen during the English translation of the text due to its prevalence in 
the English-speaking world. This issue is a highly sensitive matter in Korea-Japan relations, and we 
have acquired a significant volume of geographical literature and maps that prove the fact that the 
name “Sea of Korea” was historically introduced first and later changed to “Sea of Japan” during 
Japan’s period of imperialist expansion. 

Second, with regard to the above question, the section titled “3) Liao hai (遼海) and the 
Eastern Sea” in the presentation essay explains that the terms Liao hai and the Eastern Sea were 
used to refer to Korea’s East Sea (Sea of Japan) from the Liao and Jin dynasties to the late Qing 
dynasty. This was not because the sea was to the east of the Korean Peninsula, but because it was 
to the east of the Asian continent. I believe that this perspective offers a certain insight that can help 
to resolve the ongoing Korea-Japan dispute of the East Sea or Sea of Japan from a historical per-
spective. For example, the said ocean could be referred to as the Eastern Sea or the Far Eastern Sea 
to refer to the Far East of Asia rather than the east of the Korean Peninsula. I would like to hear the 
presenter’s informed opinion on this matter.

Third, the presenter explained that the term Eastern Dayanghai in ancient literature refers 
to the Pacific Ocean. I am curious to know how the awareness of the Pacific Ocean changed among 
the Chinese people in various eras (Han, Tang, Song, Yuan, Ming, Qing) based on actual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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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2세션)    

무형문화유산으로서 

해양전통의 현대적 의미와 가치

 임 형 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서해문화재과 과장

세 분 발표문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전통선박의 건조, 전통적인 항해술과 항해지식 

등 발표주제와 지역은 모두 낯설지만 이들을 아우르는 해양지식에 대한 조사연구 노력과 성

과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해양문화를 연구하는 데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저는 꽤 여러 해를 한국의 무형유산 보호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업무에 참여한 바 있습니

다. 그래서 세 분 발표에 보이는 다양한 지역의 해양지식(자연에 대한 이해, 사회조직, 건조

기술 등)을 무형문화유산의 전통지식 관점에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해양지식을 연구함으

로써 과거 사람들이 자연환경(바람, 너울, 물길 등)뿐만 아니라 선박을 건조하는 기술과 길

찾기 등의 항해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바다를 무대

로 생활하게 되면서 갖게 되는 특징적인 사회조직 역시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지식체계일 것

입니다.

Over the two years from 2015 to 2016, I inspected the lighthouses of Luzon and Cebu is-
lands in the Philippines on four occasions as part of the KOICA project to modernize lighthouses in 
the Philippines. At the time, I came to the realization that the Philippine people are truly a maritime 
nation. I was told that boats of varying sizes that are used to traverse between islands are called 
banca. What is the significance of banca in the contest of traditional Philippine ships? I am curious 
whether the word banca is a general term for wooden canoes in the Luzon and Visayas regions, or 
whether it is one of many types of such wooden canoes? 

In addition, it is apparent from your presentation that you are deeply concerned 
about the modern transmission of traditional Philippine ships. Based on my personal obser-
vations upon visiting the Philippines, I saw that the banca is highly stable due to its outrig-
ger and I wondered whether it could be utilized as a leisure-purpose boat in rivers or coastal 
areas. I was told that a two-person banca could be purchased for around 200,000 won. 
Therefore, I believe that it may be profitable to sell one- to five-person banca boats for lei-
sure purposes. In comparison, European canoes are difficult to balance and for beginners to 
learn to navigate in areas with fast cur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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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경험이 쌓여 완성된 해상에서의 길찾기 기술이 첨단장비로 대체

되고, 가볍고 튼튼한 새로운 재질의 등장은 큰 선박의 건조를 가능하게 해 파도나 암초 등 위

험에서 더 자유로워졌으며, 항로에 대한 최신정보(기상학, 세밀한 해도, 예보장비의 발달 

등)는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전통적인 선박의 건조기술나 자연환경에 대

한 지식, 이들을 떠받치던 사회조직의 변화(약화, 또는 소멸)는 필연적인 상황일 수도 있습

니다. 변화는 해양기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공연예술, 사회체계, 전통기술 등도 마찬가

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예술과 사회체계, 전통기술 등은 현대사회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적응해 전승되는 편이며, 과거의 공통체 운영 원리는 현대사회가 가진 여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물론 해양지식 역시 현대 해양기술에게 유효한 기술적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도 있으며, 이

들 해양지식의 실체를 자세히 밝히는 것 역시 충분한 가치를 갖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

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해양지식이라는 관점에서 세 분의 

논문을 읽었습니다. 논문을 읽으면서 다양한 해양지식에 대해 질문하고 토론할 부분도 있었

으나 세 분께 공통적으로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세 분께서는 다양한 전통적인 해양지식을 조사연구하고, 복원하며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시대적 적합성을 찾아가는 공연예술, 전통기술과 

달리 기술적 단절이 뚜렷한 해양지식을 조사연구, 복원하고자 하는 노력은 자칫 ‘시대적 적합

성을 읽어버린 기술’에 대한 ‘회귀 노력’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노력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세 분의 답변은 (해양지식뿐만 아니라 모든)무형문화유산이 왜 조사 연구

되고 보호되고 전승되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초가 될 것입니다.

Discussion 3 (Session 2)    

The Modern Significance and Value of Maritime 
Traditions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young Jin Lim
Director, West Sea Cultural Heritage Department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I was truly impressed with the three presentations. Although the specific topics and regions 
concerned may have been somewhat unfamiliar to us, the efforts and outcomes toward investigating 
and researching maritime knowledge, spanning across traditional shipbuilding, navigation and sail-
ing knowledge, present a wide array of useful implications in studying our own traditional maritime 
culture.

For many years, I have participated in the operation of Korea’s safeguarding policy for in-
tangible heritage. Therefore, I read your three essays on the maritime knowledge of various regions 
(understanding of nature, social structure, shipbuilding techniques, etc.) with great interest, particu-
larly with regard to traditional knowledge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Your presentations exam-
ined maritime knowledge to highlight the notion that people of the past possessed a considerable 
degree of understanding toward the natural environment (wind, waves, waterways, etc.) as well as 
shipbuilding and navigation techniques. Naturally, the distinct social structures that our respective 
cultures developed through our maritime ventures also constitute a valuable system of knowledge.

However, as the times have changed, maritime wayfinding techniques that have been per-
fected through the accumulation of experience are being replaced with cutting-edge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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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roduction of light and resilient materials allow the construction of large-scale ships that 
offer much greater freedom from dangers of the sea such as high waves and reefs, and up-to-date 
information on maritime routes (meteorology, detailed nautical charts, advanced weather forecast 
systems, etc.) ensure the safety of voyages. It is perhaps inevitable that traditional shipbuilding 
techniques, knowledge on nature and the environment, and the social structure upon which they 
are based will change (weaken or become extinct). These changes are not limited to maritime 
technology. They are also reflected on performing arts, social systems and traditional techniques. 
Nonetheless, the aforementioned elements have adapted to modern society through various means 
and ensured their own transmission, while the working principles of historical collectives are being 
discussed as options toward overcoming the myriad problems in modern society.

In this regard, maritime knowledge also has the potential to present valid technical ideas for 
the benefit of modern maritime technology, and we are amply aware that there is significant value in 
clearly identifying this type of maritime knowledge. As I mentioned before, I read the essays written 
by the three presenters from the perspective of maritime knowledge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I was reading, I identified a number of questions and talking points regarding the diverse range 
of maritime knowledge that were presented. However, I wished to pose a single question for all of 
the three presenters.

The three presenters have surveyed, studied and sought to restore various forms of tradi-
tional maritime knowledge with the aim to prepare the nomination to the UNESCO ICH lists. Un-
like performing arts and traditional techniques, which have been finding current applications in the 
modern era, traditional maritime knowledge shows a clear disconnect in terms of technical applica-
bility. Therefore, efforts to investigate, research and restore this type of knowledge may appear to be 
a regressive endeavor toward technology that has lost its validity in the present day. In this regard, 
what is the deeper meaning of such an endeavor?

The answer given by the three presenters will serve as a crucial starting clue toward under-
standing the reason why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t only maritime knowledge, but all forms of 
such heritage) must be surveyed, researched, safeguarded and transmitted. 

토론 4 (2세션)    

 곽유석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연구위원

●●  호스트 리에너의 「피니식(Pinisi): 서부 오스트로네시아 선박 건조기술의 정교함」에 

대한 토론문

1.  발표문은 인도네시아의 타나 베루에서 건조되고 사용되어지는 전통목선인 피니식에 대한 

건조방법을 설명하였고, 그 선박을 건조하는 기술자들의 감소, 노령화, 선재 부족 등으로 

전통 조선기술의 전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한다. 다행히 ‘피니식:남부 술라웨시 선

박 건조기술’이 2017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보존의 새로운 계기를 맞았

다. 

2.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보존전승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발표자는 가장 시급한 

일로 인류·사회·기술 차원의 보다 많은 기록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대중의 인식제고를 

들었는데 이 유산의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기 위해 교수자료와 기초교육 및 사전 

교육기본서, 대중적 다큐멘터리, 전자매체, 소셜미디어, 전용전시관 등을 통해 대중에게 

가깝게 다가설 것을 제안하였다. 

3.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한국도 마찬가지 현상을 겪고 있다. 전통배를 만드는 장인

들이 거의 사라지고 배를 만드는 곳도 거의 없다. 물론 목재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도 전통 조선기술, 항해기술에 대한 다양한 전승보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한국도 일반 국민들과 정책 입안자들의 전통선박의 건조기술과 항해기술에 대한 이

해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우리민족 해상활동의 핵심적인 수단인 선박의 건조와 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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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를 안다면 해양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우리민족의 앞날의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그런 의미에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전통배 재현과 항해 아카데미 프로그램, 사공의 

전통항해기술 기록 등은 전통조선기술과 항해기술의 맥을 잇고자하는 노력으로 높이 평

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대중의 인식 제고

를 위한 노력도 함께 경주해야할 것이다.     

●●  톰 폴라섹의 「범선의 살아있는 전통: 마다가스카르의 삶의 질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

한 토론문

1.  발표문에 따르면, 아프리카 남동쪽에 위치한 마다가스카르에 카누, 다우선, 스쿠너 등 전

통 범선이 아직도 존재하며 주요 선박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민들은 그 배

를 만드는 전통조선기술, 전통항해기술을 아직도 활발히 이어오고 있고, 이 배들을 통해 

어업과, 물자수송, 이동 등 마을간 사회적 교류가 활발하고 문화적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현대적인 배(동력선)의 도입이 주민들의 의존성을 높이고 마을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2.  무동력선인 범선은 세계 어디서나 급속히 사라지고 있고 몇 곳 안 되는 곳에서만 운용되

고 있다. 면적으로나 인구로나 이렇게 규모가 큰 지역에서 범선이 메인 선박으로 사용된

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3. 첫 번째 질문은 모터보트보다 범선이 유용한 이유들인 ‘소득수준이 낮아 연료비 부담’, ‘전

문수리기술자 부족’, ‘연료공급처 부족’ 등의 제한 사유들이 사라진다면 앞으로 무동력 범선이 

더 편리한 모터보트로 대체될 것으로 보는가? 

4.  두 번째, 현지에서 범선의 건조와 항해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보전 전승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5.  세 번째, 결국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동력선으로 대체될 것임으로 지금부터라도 기록화(

문자, 영상 등)작업이 시급하다. 이 조사 기록화 작업을 한 적이 있는가? 없다면 기록화

작업 계획은 있는가?

●● 마리안 조지의 「항해를 통해 부활하는 고대의 길 찾기 지식」 토론문

1.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 타우마코 섬 주민의 항해를 위한 바닷길 찾기 전통지식은 바람의 

방향, 일출과 일몰, 하지·동지, 춘분·추분, 별자리, 지형지물 등 다양한 지식이 동원된

다. 

2.  이러한 전통지식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적용되었던 방법이기도 하다. 물론 

우리나라 전통항해술에서도 바람, 해류, 조류, 별자리, 태양, 지형지물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다. 

3.  현재는 새로운 전통 선박을 재현해 타우마코섬과 다른 섬 사이를 오가는 전통항해를 하나

의 행사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비슷하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도 전통선박

을 복원해 전통항해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그전에는 강진-강화도, 강진-여수 

등 장거리 항해도 하면서 전통항해기술의 축적과 기록화 작업을 하고 있다.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4.  질문 하나 하겠다. 길 찾기 지식을 복원하는 것이 여러 섬들 간의 협력과 그 공동체의 복

원력과 지속성이 가능하게 하고, 기후변화와 세계화 경제문제 해결에 적용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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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4 (Session 2)    

Yu-Seok Kwak 
Researcher, Institution for Marine and Island Cultures, Mokpo National University

■ Discussion on “Pinisi: The Art of West-Austronesian Shipbuilding” by Horst Liebner 

The presentation explained the shipbuilding techniques involved in the pinisi, a traditional 
wooden ship built and used in Tana Beru, Indonesia. The presenter also explained that the transmis-
sion of traditional shipbuilding techniques has been facing difficulties due to the declining number 
and increasing age of shipbuilding practitioners as well as the shortage of raw materials. Fortunate-
ly, “Pinisi, the Art of Boatbuilding in South Sulawesi” was listed by UNESCO as an Intangible Cul-
tural Heritage of Humanity in 2017, which served as a milestone in its future preservation.

Although the Indonesian government is also proposing a variety of safeguarding and trans-
mission measures, the presenter remarked that the most urgent task is to expand the documentation 
of human, social and technical issues in relation to the subject. It was also suggested that raising 
awareness among the public is an important aspect and that the subject could be brought closer to 
public attention through the development of teaching materials and textbooks for elementary and 
pre-academic education, popular documentaries, presence in electronic and social media, and a ded-
icated museum. 

1. I am in full agreement with this opinion, since Korea is experiencing a similar phenomenon. 
There is a dearth of traditional shipbuilders and shipyards, while the necessary timber is also 
difficult to secure. Therefore, Korea must also prepare a diverse range of safeguarding and 
transmission policies for traditional shipbuilding and sailing techniques. At present, the degree 
of understanding is extremely low, among both the general public and policymakers in Korea, 

with regard to the shipbuilding and sailing techniques for traditional ships. Knowing the roots 
behind the construction and utilization of seagoing ships as the core medium of the maritime 
activities of the Korean people might change the public perception toward the oceans and 
present a new direction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people.

2. In this respect, the efforts of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to 
create replicas of traditional ships, develop sailing academy programs and maintain sailors’ 
records of traditional sailing techniques are highly regarded for their contributions toward pre-
serving the heritage of traditional shipbuilding and sailing techniques and must be continued 
in the future. Naturally, an effort to raise public awareness on the matter must be made in par-
allel to the aforementioned projects.

■  Discussion of “The Living Tradition of Sailing Crafts: Their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Quality of Life in Madagascar” by Tom Polacheck

1. According to the presentation, traditional sailing crafts such as canoes, dhows and schooners 
still exist and remain in widespread usage in Madagascar, to the southeast of mainland Africa. 
Therefore, the local residents continue to actively transmit traditional shipbuilding and sail-
ing techniques for such vessels. The use of traditional ships for fishing, freight and transport 
appears to have facilitated active social interactions and the creation of a cultural community 
among villages. It was also mentioned that the introduction of modern ships (motorized ships) 
may lead to increased dependence on such vessels and exert a negative effect on the sustain-
ability and wellbeing of the village communities.

2. Non-motorized sailing ships are facing a rapid extinction worldwide and only remain in active 
service in select locations. It is highly interesting that a region as large in land area and popula-
tion as Madagascar continues to use sailing ships as its main mode of maritime transport.

3. The first question was regarding whether non-motorized sailing ships will be replaced by the 
more convenient means of motorboats following the disappearance of limiting factors that 
allow the sailing ships to be favored over motorboats, such as the burden of fuel costs due to 
low income, lack of specialist repair technicians, or lack of fuel supply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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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econd, what are some active means of safeguarding and transmission with regard to the con-
struction and navigation techniques of sailing ships in the local setting?

5. Third, since sailing ships will ultimately be replaced by motorized ships, there is an urgent 
need to document them in permanent records (text, video, etc.). Have there been preceding 
efforts to document this study? If not, are there any plans to begin the documentation process?

■ Discussion of “Voyages Revive Ancient Wayfinding Knowledge” by Marianne George

1. The traditional knowledge of maritime pathfinding used by the natives of Taumako in the Sol-
omon Islands of the South Pacific encompass various factors such as wind direction, sunrise 
and sunset, summer and winter solstices, vernal and autumnal equinoxes, constellations and 
geographical terrain. 

2. This traditional knowledge was used not only in this region, but in various locations across the 
world. Naturally, traditional sailing techniques of Korea also used a diverse range of methods 
involving the wind, ocean currents, tidal currents, constellations, the sun and geographical ter-
rain.

3. It has been found that, today, the traditional voyage from Taumako to other islands on new-
ly-built traditional ships is being made as a kind of ceremonial event. Similarly,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has also created replicas of traditional ships 
and operates a traditional sailing academy. In addition, it has previously made long-distance 
voyages on routes such as Gangjin-Ganghwado and Gangjin-Yeosu, while accumulating and 
documenting traditional sailing techniques. This has been a core function of the institute.

4. I have one question. The presenter mentioned that restoring the knowledge of tradi-
tional wayfinding will facilitate cooperation among the numerous islands in the region 
and the restoration and sustainability of the regional community, with implications that 
may be applied to tackling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and economic globalization. 
I would like a detailed explanation of such applications with relevant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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