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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INDONESIA

01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 ‘가믈란’

02 천상의 울림 ‘앙클룽’

03 삶을 통찰하는 미학 ‘바틱 문양’

04 자연이 선물한 명약 ‘자무’

05 신과 인간이 빚은 ‘크리스 단검’

06 나무가 들려주는 자연의 음계 ‘코린탕’

07 딸에게 전하는 엄마의 손길 ‘노켄 공예’

08 수천 개의 손으로 그린 춤 ‘사만 춤’

09 만물의 균형을 추구하는 ‘타리 발리 춤’

10 인간의 숨결로 삶을 바라보는 ‘와양 인형극’

베트남 VIETNAM

01 붉은 야오족의 ‘12등 성년식’

02 종 마을 전통 축제의 정신 ‘깃발의 사령관’

03 신박한 금박 공예의 성지, 끼에우 끼 마을

04 토속한 숨결이 내비치는 ‘동호 민속 목판화’

05 다이비 불교 사원의 신성한 인형극

06 홍퐁 마을의 수중 인형극

07 전통의 빛을 물들이는 ‘쑤언파 가면극’

08 자연과 인간이 빚은 간장 맛의 비결

09 하늘과 인간을 맺어주는 여신 숭배 의식

10 전통과 현세대를 오가는 ‘킨팡탠 축제’

말레이시아 MALAYSIA

01 믈라카의 간식 ‘도돌’

02 말레이 전통 북 ‘근당’

03 소멸 위기에 처한 전통 놀이 ‘케르창’

04 도자기 구슬 공예 ‘마닉 사라왁’

05 이반족의 직물 공예 ‘푸아 쿰부’

06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는 악기 ‘사페’

07 인격을 수양하는 무술 ‘실랏’

08 실에 열정을 담는 직물 공예 ‘송켓’

09 말레이 목각 예술의 독창성 ‘우키란카유’

10 사라왁의 레이어 케이크 ‘켁 라피스’

필리핀 PHILIPPINES

01 수바논 민족의 추수감사 의례

02 피냐 전통 직물 공예

03 나의 어머니, 페냐 프란시아

04 이푸가오 주의 전통 진흙 염색법

05 거대한 크리스마스 등불 축제

06 이갈 전통 춤

07 타위타위 사마족의 선박 건조 기술

08 검은 나사렛 축제

09 모리오난 사순절 전통

10 모리오난 사순절 축제 탈 제작 기술

태국 THAILAND

01 태국 족구 ‘후프 타크로’

02 태국 전통 무예 ‘무에타이’

03 꼭두각시 인형극 ‘훈 끄라복’

04 과일 채소 조각 기술

05 작은 그림자 인형극 ‘난 탈룽’

06 태국 전통 무용극 ‘리케이’

07 강의 신에 대한 경의 ‘러이 끄라통’

08 세계인이 사랑하는 태국 전통 음식‘ 똠 양 꿍’

09 태국 전통 연날리기

10 태국 전통 목관악기 ‘캔’

급격한 도시화와 세계화의 바람 속 무형유산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 속 무형유산의 현장을 기록하는 일은 변화

의 추이를 파악하고 그 중요성을 가시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영상 제작 환경이 상대적으

로 취약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많은 지원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무형유산 영상제작사업을 통해 지역의 무형유산을 조명하고 그 가치를 대중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센터는 회원

국과의 협력 사업을 통해 각국의 무형유산 전문가, 공동체, NGO 등과 협력하여 무형유산의 생생한 현장을 조명하고자 노력했으며, 그 결과 1

차 중앙아시아 협력 사업을 통해 중앙아시아의 무형유산 영상 50편, 그리고 2차 동남아시아 무형유산 영상제작사업을 통해 영상 50편을 제

작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영상들은 각국의 방송사 및 영상제 등을 통해 상영되고 있으며, 동시에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개되고 있

습니다.

영상은 현존하는 무형유산을 가장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는 기록 매체이자 대중과 소통하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입니다. 센터는 아시

아·태평양 지역의 곳곳에 숨겨진 무형유산 현장을 생생히 기록하여 인류의 보고인 무형유산의 가시성을 제고하고 대중에 알리고자 노력하

겠습니다.

동남아시아 무형유산 영상 컬렉션은 유튜브와 아태무형유산센터의 무형유산 정보 공유 플랫폼인

ichLinks(www.ichlinks.com)를 통해 무료로 대중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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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두드리는 소리 ‘가믈란’
2019   26min   Kurnia Yudha F.

가믈란Gamelan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발견되는 전통악기 앙상블

의 총칭이다. 가믈란의 역사와 복잡성은 유럽의 심포니 오케스트

라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가믈란 앙상블은 여러 악기로 구성되

어 있지만, 특히 타악기가 주를 이룬다. 

가믈란은 느리고, 명상적이며 조용한 곡부터 빠르고, 크고, 활달한 

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가믈란은 지휘자와 악보가 따로 없

고, 북 연주자가 오케스트라를 이끈다. 가믈란은 모든 결혼식, 축

하 행사, 국가 행사 및 국경일 등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중요한 행

사에서 널리 사용된다. 

삶을 통찰하는 미학 ‘바틱 문양’
2019   26min   Kurnia Yudha F.

바틱Batik은 인도네시아 전통 수공예 직물로, 19세기 초부터 자바 

등지에서 시작되어 1980년대 중반 전역으로 알려졌다. 바틱은 구

리로 만든 펜 또는 스탬프를 사용하여 뜨거운 밀랍으로 점과 선 등

의 문양을 천에 염색하는 수공예로, 이것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서

기 1517년 ‘Siksa Kanda’의 문서에서 발견된다. 

바틱의 패턴은 사회적 지위, 지역사회, 자연, 역사, 문화유산을 모

티프로 한다. 바틱은 상징적이고 문화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문화 

다양성, 문화 기반 산업 및 인간의 창의성을 장려하는 예술이다.

신과 인간이 빚은 ‘크리스 단검’
2019   26min   Kurnia Yudha F.

크리스Kris는 15cm~50cm 크기의 단검이다. 양쪽 끝이 긴 비대칭

적이고 섬세한 모양의 이 단검은, 선조들이 만든 문화적 걸작이다. 

전통, 사회적 기능, 예술, 철학 및 신비 등 다섯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크리스의 칼날과 칼자루, 칼집은 금, 은, 보석으로 장식하고 

상감하여 국가적 행사에서 귀한 선물로 사용된다. 크리스 제작은 

금속 공예라는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많은 영적인 의미를 포함

한다. 크리스는 무기보다는 부적의 기능으로 사용되었으며, 독립

전쟁을 포함한 인도네시아의 역사적 순간에 함께하였다.

천상의 울림 ‘앙클룽’
2019   26min   Gaura Mancacaritadipura

앙클룽Angklung은 1704년부터 기록에 등장하는 인도네시아의 대나

무 악기이다. 앙클룽은 등나무 줄로 묶인 흰 대나무로 만든 직사각

형 칸막이 틀과 대나무 공명관으로 구성된다. 전통적으로 모심기, 

수확 철, 할례 등 중요한 행사나 의식에 연주되었다. 

앙클룽은 가족 내 비공식적인 교육을 통해 전승했으나, 오늘날에

는 공식 교육기관 커리큘럼에 포함되었다. 앙클룽의 형태는 상징

적이고 철학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데, 크고 작은 튜브는 강하고 권

력 있는 자가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보호해야 함을 상징한다.

자연이 선물한 명약 ‘자무’
2019   26min   Kurnia Yudha F.

자무Jamu는 인도네시아의 전통 의술로 주로 뿌리, 나무껍질, 꽃, 씨

앗, 과일 등과 같은 천연 재료를 사용하며, 꿀, 로열젤리, 우유, 계

란과 같은 동물성 재료도 종종 사용된다. 자무는 두 개의 고대 자

바 단어인 잠피Djampi와 외소도Oesodo에서 유래하였다. 잠피는 약물

이나 치유를, 외소도는 건강을 의미한다. 

자무는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찾을 수 있지만, 자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쓴맛의 자무 약초는 꿀이나 야자 설탕을 혼합해 달고 상

쾌한 음료로 제조되어 대도시 길거리에서 판매된다.

나무가 들려주는 자연의 음계 ‘코린탕’
2019   26min   Kurnia Yudha F.

코린탕Kolintang은 북부 술라웨시섬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동부 지방

의 전통악기이다. 코린탕이라는 단어는 낮은 음을 뜻하는 ‘tong’, 

높은 음을 뜻하는 ‘ting’, 중간 음을 뜻하는 ‘tang’이라는 단어로부

터 유래하였다. 코린탕은 가벼우면서도 상당히 조밀한 특수 목재

로 만들어지며 대부분 앙상블로 연주된다. 

코린탕 앙상블은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에서 수 세기 동안 연주됐

다. 코린탕은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등의 외부 문화 유입 

전 북부 술라웨시섬 원주민 문화의 특징을 잘 보유하고 있어 그 중

요성이 매우 뛰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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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전하는 엄마의 손길 ‘노켄 공예’
2019   26min   Kurnia Yudha F.

노켄Noken은 인도네시아 파푸아 지역의 전통 공예로, 나무의 섬유 

또는 잎으로 짠 가방이다. 원래 아기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었던 대

형 노켄은 농작물이나 바다 어획물 또는 나무 등 다른 물건들을 운

반하고 보관하는 등의 용도로 발전되었다. 작은 노켄은 음식과 서

적 등의 개인적인 물건을 운반하는 데 사용하거나 머리나 몸을 덮

는 데 사용한다. 

파푸아인들은 부모로부터 노켄 제작법을 배워왔다. 노켄 제작에 

사용되는 원료와 물질은 모두 천연 재료로 노켄 공예는 자연과의 

조화와 그 가치를 담고 있다.

만물의 균형을 추구하는 ‘타리 발리 춤’
2019   26min   Kurnia Yudha F.

발리Bali 춤의 주요 정신은 삶의 균형이다.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서

의 삶의 균형, 남성과 여성 사이의 균형, 영적, 물질적 감각의 균형

에 대한 가치 등이 발리 춤에 투영된다. 인도네시아 독립 이후 다

양한 무용 창작물이 만들어졌으나 이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발리 춤은 크게 세 가지 주요 유형으로 분류된

다. 성스러운 춤인 왈리Wali 춤, 라마야나 같은 인도네시아 고전에

서 유래한 버발리Bebali 춤, 오락적인 춤으로 사원 내외부에서 연행

되는 발리-발리한Bali-balihan 춤이 있다.

붉은 야오족의 ‘12등 성년식’
2019   27:27   Phan Manh Duong

붉은 야오Red Yao족은 베트남의 54개 소수 민족 중 하나로 대부분 

북부 지방에 살고 있다. 붉은 야오족은 전통에 따라 결혼을 앞둔 

남성은 신부와 함께 ‘12등 성년식’을 치러야 한다. 이 성년식을 통

해 남성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는다. 

일종의 통과의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의식을 거친 남성에게는 종교

적 지위와 영적 권한이 주어진다. 이후에는 의례 전승자 자격으로 

가족과 공동체의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본 영상은 중

국과 국경을 접한 베트남 라오까이성 사빠Sa-pa현 붉은 야오족이 

연행하는 12등 성년식의 모습을 담았다.

수천 개의 손으로 그린 춤 ‘사만 춤’
2019   26min   Kurnia Yudha F.

사만Saman 춤은 가요Gayo족의 전통 춤으로, 14세기부터 전해져 내

려오고 있다. 사만 춤은 ‘메나사’라는 종교 공간을 중심으로, 홀수

로 구성된 남성 연행자들이 줄을 맞추어 앉아 함께 춤을 춘다. 가

사에 맞추어 연행자들은 점차 빠르게 춤을 추며, 무아지경에 이르

는 모습을 보여준다. 

수천 개의 손이 모여 만들어내는 이 춤은 가요족의 협동심을 보여

주며, 삶에 대한 선조들의 지혜를 담아낸다. 사만 춤은 시대의 흐름

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새로움과 변화를 수용함과 동시에 가요족의 

정체성을 잇게 하는 생명력의 원천으로 그 가치를 지키고 있다.

인간의 숨결로 삶을 바라보는 ‘와양 인형극’
2019   26min   Kurnia Yudha F.

인도네시아의 전통 그림자 인형극 와양Wayang은 인도네시아인들의 

창조성을 보여주는 독창적인 작품이다. 와양은 인도네시아에서 천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행되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발전해 왔

다. 와양은 12세기의 오래된 자바 고문헌에서도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와양은 정교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오락으로, 한때 귀족들만이 즐

길 수 있었지만, 점차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사랑받으며 대중적

으로 변화하였다. 현재 인도네시아 와양은 전문적인 훈련을 통하

여 다음 세대로 전승을 이어나가고 있다.

종 마을 전통 축제의 정신 ‘깃발의 사령관’
2018   24:01   Tran Chi Thanh

베트남 푸동 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4월 7일부터 9일까지 종Giong 

신을 기념하기 위한 전통 축제를 연다. 히에우Hieu는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깃발 대장을 맡는다. 히에우의 임무는 마을

의 좋은 가문에서 인품이 훌륭한 자제를 골라 신을 섬길 사람을 선

발하는 역할을 하며, 여기서 선발된 이들은 지역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본 영상은 종 신을 숭배하는 마을 주민들의 사회적, 종교적 삶의 

단면을 보여주며, 축제에 반영되는 지역 공동체의 영적 생활을 담

았다.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유튜브 링크로 이동하여 

영상이 재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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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과 인간을 맺어주는 여신 숭배 의식
2019   22:30   Cao Trung Vinh

하늘, 물, 산(또는 숲)의 세 영역을 관장하는 모신母神에 대한 숭배

는 16세기 이후 문화적인 활동으로 발전하면서 베트남인의 의식

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신자들은 ‘세상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리우에하인Liễu Hạnh과 역사나 전설 속 여러 영웅을 숭배하며 

신내림 의식과 전통 축제를 연행한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전통 의상, 음악, 춤이 결합한 연행은 공동체의 

역사, 문화유산 및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본 영상에서는 

영매의 이야기를 통해 모신 신앙이 어떻게 공동체를 결속하고 치

유해 나가는지를 보여준다.

다이비 불교 사원의 신성한 인형극
2019   26:09   Phan Manh Duong

해마다 남장Nam Giang 마을 다이비Dai Bi 사원에서는 성인 뜨다오하인

Tu Dao Hanh을 기리는 전통 축제가 열린다. 이곳에서는 새해 전야에

서부터 축제가 열리는 음력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민간 신앙과 

결합한 다양한 불교 의식이 치러진다. 

축제의 중심이 되는 인형극은 음악과 춤을 통해 사람들에게 깨달

음을 전하고, 그들의 소망을 부처와 성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다. 이 영상에서는 공동체의 안녕과 행복을 대신 빌어주는 불교 인

형극단 단원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전통의 빛을 물들이는 ‘쑤언파 가면극’
2019   23:30   Cao Trung Vinh

쑤언파Xuan Pha 마을에서는 고대의 신비로운 민속 공연이 오늘날까

지 전해지고 있다. 전설에 따르면, 왕이 반란군을 토벌하기 위한 

여정에서 쑤언파 서낭신의 도움을 받아 평정을 이루었고, 이것이 

마을 축제의 기원이 되었다고 한다. 

축제가 열리는 동안 이웃 나라들은 베트남의 왕에게 경의를 표하

기 위해 다양한 공물을 들고 찾아왔으며, 이들을 환영하기 위해 마

을 사람들은 가면극을 선보였다. 본 영상은 지역의 전통 공연을 지

키고 다음 세대에 전승하기 위해 노력하는 쑤언파 마을 사람들의 

노력을 담고 있다.

신박한 금박 공예의 성지, 끼에우 끼 마을
2019   25:40   DOAN, Thi My Huong

끼에우 끼Kieu Ky 마을은 하노이에서 약 15km 떨어진 홍강Red River 

북부 지역에 위치한다. 끼에우 끼 마을은 베트남에서 얇고 정교한 

금박을 수작업으로 만드는 유일한 장소로 알려져 있다. 마을 사람

들은 금박 공예를 전한 응우옌꾸이찌를 금박 공예의 아버지로 기

린다. 금박은 주로 사찰, 사원의 신성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가구, 회화, 옻칠 공예 등 일상 속 물건을 정교하게 장식

하는 데도 사용되었다. 본 영상에서는 끼에우 끼 마을에서 금박을 

제작하고 도금을 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전통과 현세대를 오가는 ‘킨팡탠 축제’
2019   24:41   Tran Chi Thanh

킨팡탠Kin Pang Then은 베트남 북서부 지방 따이Tai족의 전통 신앙 중 

하나로, 탠Then 신을 맞이하고 감사를 표하는 의식이다. 탠 신은 강

림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려주고 영혼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준다. 

킨팡탠 의식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제자가 되어 다음 킨팡탠 

의식에 참여해야 하며, 신을 맞이하고 송별하는 과정은 공동체 모

두가 참여하여 즐기는 화합이 장이 된다. 본 영상은 따이족의 영적 

생활과 지역 주민들의 행운과 안녕을 비는 전승자의 모습을 담고 

있다. 

홍퐁 마을의 수중 인형극
2019   24:57   Cao Trung Vinh

홍퐁Hong Phong 수상 인형극단은 하노이에서 동쪽으로 약 60km 떨

어진 홍퐁 지역 보즈엉 마을에서 결성되었다. 수중 인형극에 사용

되는 인형의 형태가 마을의 사원 기둥에 조각된 것을 보아, 약 17

세기 말에서부터 전승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인형극단은 마을의 전통 축제에  참여한 관람객을 위해 인형극을 

선보인다. 인형술사는 인형극을 통해 농부의 삶과 마을에 대한 다

양한 이야기를 음악과 함께 들려준다. 본 영상은 인형극과 마을 신

앙의 연관성을 보여주며 홍퐁 마을 공동체안 공연의 중요성을 이

야기하고 있다.

자연과 인간이 빚은 간장 맛의 비결
2019   29:38   Cao Trung Vinh, Nguyen Thi Hien

간장 담그기 문화와 관련된 속담 중 ‘농부는 쌀과 물 시금치, 간장, 

가지만 있으면 어디서든 살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간장은 등럼Duong Lam 마을 사람들의 일상생활

과 매우 밀접한 음식이자, 밥상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존재이다. 

좋은 콩, 깨끗한 물, 그리고 더운 날씨가 만들어내는 전통 간장은 

지역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리고 식생활 문화를 반영한다. 본 영상

은 드엉럼 마을에서 전통 조리법을 지켜 간장 담그기를 고수하는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토속한 숨결이 내비치는 ‘동호 민속 목판화’
2019   23:09   Phan Manh Duong

동호Dong-ho 민화는 하노이에서 북동쪽으로 25km 떨어진 두옹강 

남쪽에 위치한 동호 민화 마을의 전통 공예로, 전통적인 방식 그대

로 목판으로 찍어낸 다색 판화이다. 동호 민화는 ‘조Dó 종이’에 인

쇄하는데, 이 종이는 베트남 산악 지대에서 자라는 조 나무껍질을 

원료로 사용하여 수공예로 생산한다. 조 종이는 거칠고 단단하여 

내구성이 뛰어나 동호 민화 제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섬세한 자연의 색을 담아내는 동호 민속 목판화는 여러 세대에 걸

쳐 내려온 가치관과 기술을 바탕으로 제작되며 여전히 많은 사람

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믈라카의 간식 ‘도돌’
2019   24:00   Shaza Abdul Rahim

도돌Dodol은 그 특유의 달콤한 맛으로 말레이시아에서 남녀노소 모

두의 사랑을 받는 말레이시아 믈라카 지역의 대표 간식이다. 전통 

방식의 도돌 제조에는 장작 화로를 사용하여 공정이 복잡했으나, 

현대에 들어서는 대부분 기계로 대량 생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그 

독특한 전통이 잘 유지되어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본 영상에서는 도돌의 맛에 대한 자세한 표현과 이 전통 간식이 만

들어지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도돌을 통한 생계유지 

그리고 세대와 공동체 간 유대 관계를 맺는 모습을 담고 있다.

소멸 위기에 처한 전통 놀이 ‘케르창’
2019   24:00   Shaza Abdul Rahim

케르창Kerchang은 말레이시아 원주민의 전통 놀이로 현재 소멸 위기

에 처한 문화유산이다. 케르창은 단순한 놀이 이상의 의미와 문화

적 표현을 지니며, 결혼 풍습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케르창의 모

양은 여성을 의미하고 끈은 남성을 의미한다. 

예비 장인이 예비 사위에게 케르창을 주고 남자는 10단계를 통과

하면 결혼이 성사된다. 남자가 케르창을 연행하는 것에는 가족을 

돌보고 그들의 삶을 평화와 아름다움, 단결로 채울 수 있는 능력을 

반영하기도 한다. 케르창은 토착 원주민의 전통문화가 자연과 공

생하는 상징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반족의 직물 공예 ‘푸아 쿰부’
2019   24:00   Abdul R Dim

푸아 쿰부Puak Kumbu는 말레이시아 사라왁 이반Iban족의 직조 기술 

중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는 유일한 기술이다. 푸아 쿰부는 수백 년

의 역사와 전통을 가졌다. 

푸아 쿰부는 열대 우림의 다양한 천연 재료로 만들어지며, 이반족

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모티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디자인은 연

륜 있는 직공이 꿈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기 때문에 제작자의 정신

과 상상을 바탕으로 하며, 우주론 또는 구전 역사에서 영감을 받기

도 한다. 본 영상에서는 직조 전에 제물을 바치고 액운을 물리치는 

의식, 그리고 직조에 필요한 다양한 단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말레이 전통 북 ‘근당’
2019   24:00   Azman Putra Ismail

근당Gendang은 말레이시아 사라왁 지역의 전통 북이다. 우마 토믹

과 그의 동생 사푸안 토믹은 근당을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그

들의 삶을 통해 근당 제작자들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현실과 전통 

명맥 유지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본 영상에서는 근당의 제작 방법과 이에 사용되는 재료를 소개하

며, 말레이시아 다른 지역의 북과 근당의 차이점 그리고 북을 치는 

방법, 연주의 종류, 북의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도자기 구슬 공예 ‘마닉 사라왁’
2019   24:00   Azman Putra Ismail

구슬 세공은 말레이시아 사라왁의 대표적인 수공예이다. 리탓 물

룩Ms. Litad Mulok 여사는 말레이시아의 위대한 장인에게 주는 투캉울

룽상Takang Ulung Award 수상자로 1991년부터 구슬 공예를 시작했으

며, 구슬 공예의 주재료인 점토를 연구하기도 했다. 본 영상은 점

토가 완제품인 구슬로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구슬

로 만든 장식품들의 착용 방법에 대한 설명과, 금보다 더 귀중하게 

여겨지는 구슬의 가치와 세대를 전승해 유산을 보호하려는 노력에 

대해 조명한다.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는 악기 ‘사페’
2019   24:00   Abdul R Dim

사페Sape는 말레이시아 사라왁 케냐Kenyah족의 전통악기이다. 아다

우(Adau)라는 특별한 나무로 만들며, 보트 모양의 몸통에 2~4개

의 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페 연주는 악기 연주 그 이상의 의미

를 지니며,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안정을 주며 치료 목적으로 사용

되었다. 

과거에는 여성의 사페 연주가 금지되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성도 연주가 가능해졌다. 재료와 연주법의 변화로 현재 많은 사

람들이 사페 연주를 즐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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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유튜브 링크로 이동하여 

영상이 재생됩니다.

아태지역 무형유산 다큐멘터리  |  동남아시아 편

MALAYSIA
말레이시아

협력기관  |  Real Touch SDN Bhd

01 믈라카의 간식 ‘도돌’

02 말레이 전통 북 ‘근당’

03 소멸 위기에 처한 전통 놀이 ‘케르창’

04 도자기 구슬 공예 ‘마닉 사라왁’

05 이반족의 직물 공예 ‘푸아 쿰부’

06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는 악기 ‘사페’

07 인격을 수양하는 무술 ‘실랏’

08 실에 열정을 담는 직물 공예 ‘송켓’

09 말레이 목각 예술의 독창성 ‘우키란카유’

10 사라왁의 레이어 케이크 ‘켁 라피스’



인격을 수양하는 무술 ‘실랏’
2019   24:00   Yaseer Selamat

실랏Silat은 수 세기 동안 말레이 공동체의 자부심과 정체성의 상징

이었으며,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져 온 말레이 전통 무술이다. 말

레이시아의 주변 환경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발전한 실랏은 타인과 

소통하는 하나의 방식이자 수행자들의 삶의 원리로 성장했다. 

또한 실랏은 수행자들의 내면에 대한 탐구를 북돋우며, 말레이인

으로서 정체성을 수립하고, 공동체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영상에서는 세 명의 말레이시아 실랏 수련자와 연구자들의 무술 

시연과 인터뷰를 통해 실랏의 역사와 철학을 설명한다.

말레이 목각 예술의 독창성 ‘우키란카유’
2019   24:00   Shaza Abdul Rahim

말레이 목공예 작품은 말레이인의 정체성을 표현하며 섬세한 문양

을 통해 코란 구절이나 조상의 지혜와 지식 등의 메시지를 전달한

다. 대자연의 모든 요소가 모티프가 되며, 용도에 따라 다양한 디

자인으로 제작되어 심미적이면서도 기능적이다. 독창적인 말레이 

목각 예술은 전문적인 공예가에 의해서 전승되나, 안타깝게도 이

러한 전문 공예가들의 수는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본 영상은 말레

이시아의 위대한 공예가 완 무스타파Wan Mustapha의 일생과 그의 작

품을 통해 말레이 목각 예술의 정수를 보여준다.

실에 열정을 담는 직물 공예 ‘송켓’
2019   24:00   Husnaa Saip

송켓Songket은 말레이시아의 전통 금사 직조 기술로 금사를 평직에 

넣고 특정한 모티프를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송켓 패턴에서 보이

는 알람 믈라유Alam melayu, 즉 말레이인의 세계에 대한 인식은 아름

다움뿐 아니라 말레이인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상징한다. 직조 공

정에는 엄청난 노력과 고도의 정밀함이 요구된다. 

송켓의 미학적 아름다움과 직조 기술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말레이의 귀중한 유산이다. 본 영상은 수십 년 동안 말레이

시아 직물을 연구한 학자, 송켓 직조가 및 기업인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송켓’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와 생각을 담고 있다.

사라왁의 레이어 케이크 ‘켁 라피스’
2019   24:00   Azman Putra Ismail

말레이어로 켁 라피스Kek Lapis로 알려진 사라왁의 레이어 케이크는 

말레이시아 사라왁에서 특별한 날 제공되는 디저트이다. 말레이인

들은 라마단Ramadan, 크리스마스, 디파발리Deepavali(힌두교 축제), 

생일 및 결혼식과 같은 종교적 또는 문화적 축하 행사를 위해 켁 라

피스를 만든다.

이 영상에서는 40년간 켁 라피스 사업에 종사해 온 여성 기업인 라

비아 아밋Rabiah Amit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통적인 케이크 레시피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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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바논 민족의 추수감사 의례
2018   27:41   Dick William Neri

 

부크로그Buklog은 필리핀 남부에 거주하는 수바논Subanen 민족의 추

수감사 의례이다. 부크로그 의례는 필리핀의 가장 웅장하고 복잡

한 의식 중 하나로, 잠보앙가Zamboanga 반도의 여러 공동체가 모여 

의식을 연행한다. 

의례의 참가자들은 부크로그라는 높은 목조 구조물을 신성시하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면서 영혼을 기쁘게 한다. 이 의례는 수바논 

공동체를 통합하는 강력한 매개체이지만 도시로의 이주, 현대화 

등으로 인해 현재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피냐 전통 직물 공예
2018   27:24   Dick William Neri

피냐Pina 직물 공예는 파인애플 잎 섬유를 활용한 필리핀 아클란

Aklan 지역의 전통 직조 공예이다. 필리핀에서 가장 아름다운 직물

로 손꼽히는 피냐는 겉으로는 가벼워 보이지만 매우 견고한 소재

다. 피냐 직조 지식과 전통 기술의 전승은 가족 구성원 간에 이루

어지며, 전승을 통해 연대감을 형성한다. 

이 영상에서는 파인애플 잎의 수확부터 우아한 전통 의복을 만들

기까지 피냐 직물 공예의 전 과정을 보여준다. 본 영상에서는 장인

들이 피냐 직물 공예를 시작하게 된 배경과 이 공예 문화가 이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담고 있다.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유튜브 링크로 이동하여 

영상이 재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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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오난 사순절 전통
2019   26:26   Dick William Neri

모리오난Moryonan 축제는 필리핀 마린두크Marinduque섬에서 매년 성

스러운 주간에 열리는 사순절 전통이다. 16세기 스페인 선교사들

이 필리핀에 로마 가톨릭 신앙을 전하면서 기독교 문화가 필리핀 

여러 도서 지역에 퍼졌으며 기독교 신앙, 의식, 그리고 관행이 필

리핀 내 다양한 민족들의 문화로 흡수됐다. 

축제 기간 동안 모리온이라 불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로마 군인의 

복장과 탈을 쓴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한다. 신자들은 모리오난 축

제에 참여하며 신에게 가슴으로 자비를 구하고 가정의 안녕과 번

영을 기원한다.

거대한 크리스마스 등불 축제
2018   24:16   Dick William Neri

거대한 크리스마스 등불 축제는 팜팡가Pampanga주의 산 페르난도

San Fernando 지역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연례 축제이다. 전등으로 만

든 이 등불은 이 지역 토착어로 파룰Parol이라고 불리는데, 크게는 

지름이 20피트에 달하는 크기로 제작되어 음악에 맞춰 다양한 패

턴을 만든다. 파룰은 동방박사를 아기 예수에게로 인도한 베들레

헴의 별을 상징하며, 이곳 사람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반영된 화

려한 축제로 발전되어 축제 분위기를 돋우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준다. 본 영상에서는 '파룰'의 역사와 함께 파룰을 제작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타위타위 사마족의 선박 건조 기술
2018   27:10   Dick William Neri

선박은 필리핀 남부 지역 타위타위에 거주하는 사마Sama족 삶에 

중요한 수단으로 거주, 조업, 운송 등에 사용되며 다양한 종류의 

배가 있다. 그중 레파lepa는 사마족의 선상 가옥으로, 보고는 조업

에 사용되며, 페드다스Ped-das는 가장 작은 배로 큰 배를 정박 후 배

에서 물가로 이동하는 데 사용한다. 

선박 건조에는 내구성이 뛰어난 목재를 사용하며, 건조가 완료되

면 풍요와 안전을 기원하는 ‘두와’라는 의식을 진행한다. 최근 육

지 거주 비중이 높아지면서 선박을 건조하는 일이 크게 줄었으나, 

여전히 선박 제작은 사마족의 삶에 중요한 부분이다.

나의 어머니, 페냐 프란시아
2018   26:05   Sheik Mamaril, Rodel Mercado

페냐 프란시아Peñafrancia 성모는 필리핀 비콜Bicol의 나가시Naga City

에서 숭배하는 축복받은 성모 마리아의 목조 동상이다. 페냐 프란

시아는 어머니를 뜻하는 현지어 Ina라는 이름으로 신도들에게 알

려져 있으며 지역민의 정신적인 안식처 역할을 한다. 매년 9월에

는 페냐 프란시아 성모를 기리기 위한 축제가 나가Naga강 유역에

서 열린다. 

본 영상은 생생한 축제의 현장을 담고 있으며, 지역과 세대를 연결

하고 아우르는 축제와 신앙의 무형적 의미와 가치를 보여준다.

모리오난 사순절 축제 탈 제작 기술
2019   25:46   Dick William Neri

필리핀 마린두크Marinduque에서 열리는 모리오난Moryonan 축제의 가

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로마 군대 지휘관이나 군인들의 얼굴을 닮

은 탈이다. 탈 제작자들은 축제 4개월 전인 11월부터 주문을 받아 

탈 제작을 시작한다. 

탈 제작은 창의성과 예술성이 필요하며 나무를 조각하여 세부적인 

이목구비를 만드는 것은 기술을 요한다. 탈은 과거 머리 전체를 뒤

덮는 크고 투박한 모양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크기가 줄어들

었다. 본 영상에서는 탈 제작자들의 공예를 시작하게 된 배경과 탈 

제작에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갈 전통 춤
2018   27:22   Dick William Neri

이갈Igal은 빠르면서도 부드러운 춤으로 필리핀 남부 지역의 사마

Sama족과 민다나오 서쪽 지방 사람들이 공유하는 유산이다. 이갈

의 역사는 동남아시아의 해양 전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갈은 

타우숙족에게는 팡갈라이Pangalay로, 야칸족에게는 파만삭Pamansak

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모두 춤을 뜻한다. 이갈은 즉흥적인 표현

으로 이루어지며, 춤을 통해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신께 더 가까이 

다가간다. 본 영상에서는 같은 지방의 다른 시기, 다른 섬의 두 연

행자를 통해 천상의 이갈을 선사한다.

검은 나사렛 축제
2018   29:36   Dick William Neri

검은 나사렛은 십자가를 진 예수그리스도의 성상으로 검은 나사렛 

축제는 매년 1월 9일 이 성상을 마닐라 바굼바얀Bagumbayan 교회에

서 꺼내어 퀴아포Quiapo 교회로 운송하는 행렬을 말한다. 이 행렬은 

트라슬라시온Traslacion이라고 부르며 매년 수백만 명의 참가자들이 

행렬에 참가한다. 신도들은 기도를 통해 질병이 치료되거나 몸이 

회복되는 등의 경험을 하기도 하는데 이후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은 매년 행사에 참여하여 그들의 독실함을 표현한다. 본 영상에서

는 종교적 의미를 넘어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은 축제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다.

이푸가오주의 전통 진흙 염색법
2018   26:38   Dick William Neri

진흙을 이용하는 이푸가오Ifugao주의 전통 염색 기법은 직물에 문

양을 넣는 직조 기법인 이캇Ikat의 주요 공정 중 하나이다. 실을 다

발로 묶어 디자인을 만든 후 일부분을 방염하는데, 염색 전 진흙을 

골고루 바르면 직물에 염료가 잘 스며들어 더욱더 진한 색으로 발

색이 된다. 

여기서 진흙은 친환경적인 전통 방식의 매염제 역할을 한다. 이푸

가오의 진흙 염색은 상업적 염색의 발달로 인해 현재 사라질 위험

에 처해있다. 본 영상은 진흙 채취에서부터 염료 제작과 직물 염색

까지 다양한 공정을 소개한다.



태국 족구 ‘후프 타크로’
2019   25:43   Touchchapol Sangaareekul

후프 타크로Hoop Takraw는 태국의 전통 스포츠로, 아유타야 시대부

터 태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6~7명의 선수들이 한 팀으로 구

성되며, 다양한 신체 부위를 사용하여 라탄공을 주고받는다. 1920

년대에는 지면 4~5미터 위에 고리 그물을 매다는 방법이 고안되

었고, 오늘날까지 이 방식이 유지 중이다. 1950년경 후프 타크로

는 큰 인기를 얻어 정식 스포츠로 발전했으며 태국 스포츠 축제 기

간 동안 매년 토너먼트가 열린다. 본 영상에서는 타크로 경기 규정

에 대한 설명과 다양한 곡예 차기 기술을 보여준다.

태국 전통 무예 ‘무에타이’
2020   25:43   Touchchapol Sangaareekul

 

무에타이Muay Thai는 태국의 국기國技로, 전 세계의 많은 관중을 흥분

시키는 전통 무예이다. 무에타이는 전쟁 시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서 발전되었으나, 시간이 지나고 전쟁이 사라지자 많은 사람이 관

람하는 축제의 한 부분이 되었다. 

수련인들은 몸의 동작을 통해 ‘얀트라Yantra’라고 불리는 우주의 기

운을 발현하는 수련을 하며, 경기 전에는 ‘와이 크루Wai Kru’라는 의

식을 통해 스승에 대한 감사를 표한다. 본 영상은 무에타이 수련의 

여러 측면을 통해 무에타이의 진정한 의미와 태국인들의 정신을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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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유튜브 링크로 이동하여 

영상이 재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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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그림자 인형극 ‘난 탈룽’
2020   25:35   Touchchapol Sangaareekul  

난 탈룽Nang talung은 태국 남부 지역의 그림자 인형극이다. 난 탈룽

은 인형 극단의 출신지인 파탈룽Phatthalung에서 유래했으며, 파탈룽 

지역인들이 인도의 인형극에서 영향을 받아 만든 새롭게 만들어진 

형태라고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과거 난 탈룽은 장례식에서 빠지지 않고 연행되었으나 현재는 주

로 옥외 공연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이마저도 미디어 발전의 영

향으로 그 인기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극단들은 위기 타파를 

위해 연극에 서양 악기를 추가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꼭두각시 인형극 ‘훈 끄라복’
2020   25:45   Touchchapol Sangaareekul 

훈 끄라복Hun Krabok은 17세기 아유타야 왕국 나라이Narai 왕 지배 

시기 이래로 존재해 온 태국의 전통 인형극이다. 

훈 끄라복의 내용은 문헌 속의 일화나 설화들을 주제로 하며, 주요 

꼭두각시는 프라pra, 낭nang, 약yak, 링ling, 광대joker로 분류한다. 

꼭두각시 인형의 한 손은 항상 춤추는 자세이고 다른 손은 무기를 

쥐고 있다. 본 영상은 현재 소멸의 위기에 처해있는 훈 끄라복 극

단의 이야기와 인형극에 등장하는 꼭두각시 제작 및 공연 기술에 

대해 보여준다.

태국 전통 무용극 ‘리케이’
2020   25:42   Touchchapol Sangaareekul 

리케이Likey는 오래된 연극예술 중 하나로 연극에 대중의 참여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리케이는 자크루Zakhur 라는 단어에서 그 어원

을 찾는데 히브루 어원으로 ‘신을 찬양하기 위한 암송’이라는 뜻이

다. 무용극의 스토리는 고전 문학작품을 기반으로 사랑, 속임수 그

리고 코미디 촌극 등이 포함된다. 

현대적인 새로운 이야기가 추가되기도 하며, 결혼식이나 서품식, 

장례식과 사원 행사 등에서 연행되었다. 본 영상은 무용극에 필요

한 여러 가지 요소들과 가업으로서 리케이를 전승하고 있는 단원

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과일 채소 조각 기술
2020   25:43   Touchchapol Sangaareekul 

과일 채소 조각은 태국의 전통적인 공예 기술 중 하나이다. 과일 

채소 조각은 수코타이Sukhothai 시대부터 시작되었으나, 라타나코

신Rattanakosin 시대에 아유타야 문화의 재건과 부활 노력의 일환으

로 과일 채소 조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궁정에서 조각 기술

이 발전했다. 

그러나 이 기술은 상류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당시 민중들의 생

활 일부로 요리를 장식하기 위한 기술로 공유되었다. 현재 과일 채

소 조각 기술은 공인 국가 교육기관 커리큘럼의 일부로 포함되어 

체계적으로 발전 및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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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전통 연날리기
2020   25:42   Touchchapol Sangaareekul 

3월 여름의 시작과 함께 태국인들은 연날리기를 즐긴다. 태국 각 

지역마다 고유의 연이 존재하며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있

다. 남녀노소, 계층을 막론하고 인기가 있는 연날리기는 수코타이 

시대 행운을 기원하는 중요한 의식 중 하나로 연행되었으나 이후 

점차 사행성의 요소가 추가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태국의 인

기 있는 전통 놀이로 연행되고 있다. 

본 영상에서는 연을 만드는 방법과 팍파오Pak-pao 연과 출라Chula 

연을 이용한 연싸움의 방식과 기술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강의 신에 대한 경의 ‘러이 끄라통’
2020   25:43   Touchchapol Sangaareekul

러이 끄라통Loy kratong은 강의 여신 강가Ganga에 경의를 바치는 행

사이다. 매년 음력 12월 중 보름달이 뜨는 날 진행되며 보통 양력 

11월 가을에 행사가 개최된다. 행사를 통해 사람들이 물을 사용함

으로써 강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바나나 잎(끄라

통)으로 만든 연꽃 모양의 바구니를 만들고, 바구니를 이마에 대고 

기도를 올린 후 강에 띄우며 소원을 빈다. 

태국 전역에서 연행되는 러이 끄라통 행사는 끄라통 제작과 경진

대회를 포함하는데, 수공예 전통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지속하고 

전통을 전달하는 데 효과가 있다.

태국 전통 목관악기 ‘캔’
2020   25:43   Touchchapol Sangaareekul

캔Kan은 태국 북동부 이싼ISan 지역의 악기이다. 독주로도 연주할 

수 있지만, 반주악기로 사용되기도 한다. 라마 4세 시기에는 캔 이 

태국 중앙 합주 음악을 넘어서는 것을 염려하여 방콕 내에서 캔 연

주를 금지하기도 했다. 

캔의 몸통 부분인 파이프를 대나무로, 리드 부분은 금속으로 제작

되며 타오Tao(바람통)는 단단한 나무의 뿌리로 만든다. 시대의 변

화에 발맞추기 위해 캔의 소리를 국제 표준 음계에 맞추어 조율하

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서양 악기와 함께 밴드를 조직하

는 등 시대에 발맞춘 유연함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인이 사랑하는 태국 전통 음식 ‘똠 양 꿍’
2020   25:43   Touchchapol Sangaareekul

똠 양 꿍Tom Yum Kung은 태국 전역의 모든 가정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태국의 대표 음식이다. 새우(꿍Kung)를 주재료로, 갈랑갈, 레

몬그라스, 카피르 라임 잎, 레몬, 고추 등의 기본 재료가 사용된다. 

이 재료는 태국 전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똠 양 꿍은 마을의 작

은 식당에서부터 파인 다이닝에 이르기까지 태국 레스토랑에 항상 

등장하는 메뉴이며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본 영상에서는 

똠 양 꿍 맛에 대한 묘사와 재료 손질부터 요리까지의 전 과정을 

소개한다.

동남아시아 무형유산 영상 컬렉션은 유튜브와 아태무형유산센터의 무형유산 정보 공유 플랫폼인

ichLinks(www.ichlinks.com)를 통해 무료로 대중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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