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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문화원 소식 ACh NewS

2019 알기 쉬운 캄보디아 & 
캄보디아 문화의 날

2019 Easy Access Cambodia & Cambodian Cultural Day

장소 / Venue      아세안문화원 / ASEAN Culture House

일시 / Dates      4.18(목), 21(일) / April 18 (Thu), 21 (Sun)

문의처 / Inquiries      051-775-2036 / +82-51-775-2036

내용 / Details           따뜻한 4월의 봄과 함께 “알기 쉬운 캄보디아 & 캄보디아 문화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18일에 진행하는 ‘아세안 여행 워크숍 캄보디아 편’과 함께 21일에는 주한캄보디아대

사관과 함께 “캄보디아 문화의 날” 행사를 진행합니다. “캄보디아 문화의 날”에서는 캄

보디아 요리 교실과 함께 주한캄보디아대사와 함께 하는 어린이 문화 이해 세션, 캄보디

아 신년 축제 기념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 은 관심을 

부 탁드립니다.

Ushering in spring in all its blooming glory, the 2019 Easy Access 

Cambodia program and Cambodian Cultural Day are set to be held. 

The “ASEAN Travel Workshop: Cambodia” will be held on the 18th, and 

Cambodian Cultural Day, co-organized by the Cambodian Embassy 

in Korea, on the 21st. Cambodian Cultural Day will include a range of 

events: a Cambodian cooking class, an introduction to Cambodian 

culture for children by the Cambodian ambassador, and a Cambodian 

New Year’s Day ceremony. We hope you will join us for this celebration 

of the nation of Cambodia.

날짜 Date 내용 Program

4.18(목)
Apr. 18 (Thu)

ACH 여행 워크숍-캄보디아 편
ACH Travel Workshop: Cambodia

4.21(일)
Apr. 21 (Sun)

주한캄보디아대사관 협력 캄보디아 문화의 날
Cambodian Cultural Day 

Co-organized with the Cambodian Embass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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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아세안문화원 사진 &  
영상 공모전 시상식과 우수작 전시 

2019 ACH Photo & Video Contest Awards
Ceremony and Exhibition

장소 / Venue  

아세안문화원 / ASEAN Culture House

일시 / Dates      

시상식 4.21(일), 전시 4.5(금)~6.2(일)

Awards Ceremony - Sunday, April 21 

Exhibition - April 5–June 2

문의처 / Inquiries

051-775-2025, 2024 / +82-51-775-2025, 2024

내용 / Details           

지난 1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된 “2019 아세안문화원 

사진 & 영상 공모전”의 시상식이 4월 21일 아세안문화원 1층 기

획전시실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대한민국과 아세안을 

비롯한 전 세계 16개국 시민들의 카메라로 담아낸 사진 853점과 

영상 75점이 출품 되었습니다. 본상 수상자들과 특별상 당선자들

에 대한 축하와 감사를 전하는 이번 시상식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

리며, 4월 5일부터 6월 2일까지 열리는 전시를 통해 수상작의 아름

다움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The winners of the 2019 ACH Photo & Video Contest, 

which took place from January 28–March 10, will be 

awarded at a ceremony on April 21 at the Special 

Exhibition Gallery on the ACH’s 1st floor. 853 

photographs and 75 videos by artists from 16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and ASEAN, were submitted 

to the Contest, leading to an intense competition. 

A packed house is expected for the ceremony, 

congratulating and thanking the prize winners, and 

offering all in attendance a chance to appreciate 

the beauty of the award-winning works through the 

exhibition that will be held from April 5–June 2.



리뷰 Review

아세안문화원은 3월 14일과 16일, 17일까지 3일에 걸쳐 

“2019 알기 쉬운 아세안”의 첫 프로그램으로 ‘알기 쉬운 

브루나이’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알기 쉬운 브루나이’는 

아세안문화원과 함께 주한브루나이대사관, 한국여행작가협

회와 협력하여 마련하였습니다. 

14일에는 “지구별 워커홀릭”, “오늘부터 여행작가”를 쓴 

채지형 작가와 브루나이 출신 유학생 누르 아티카 라두안

씨, 하지라 수하일라 빈티 압둘라씨와 함께 ‘아세안 여행

워크숍-브루나이 다루살람편’을 열었습니다. 브루나이 다

루살람 여행을 위한 정보와 양국 간의 문화적 공통점·차이

점에 대해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16일과 17일에는 어린이와 성인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이 진행되었습니다. 어린이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

족들은 브루나이 상징물을 활용한 안전우산을 만드는 시간

을 가졌습니다. 성인들을 위한 브루나이 전통 요리 체험 프

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은 ‘브루나이식 새우튀김’과 디저트 

‘고구마 사고(Sago)’를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여러 참가자들이 브루나이 다루살람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세안문화원에

서는 앞으로도 매달 아세안 각국의 문화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알기 쉬운 아세안”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The ACH held the “2019 Easy Access Brunei 

Darussalam” program from March 14–17, as the first 

in the 2019 Easy Access ASEAN series. The program 

was co-organized by the ASEAN Culture House 

together with the Embassy of Brunei in Korea and the 

Association of Korea Travel Writers.

On the 14th, Chae Ji-hyeong, author of Walk-O-Holic 

of the Earth and Becoming a Travel Writer Starting 

Today, and Nur. Atiqah Raduan and Hazirah Suhaillah 

binti Abdullah, students from Brunei Darussalam who 

are studying in Korea, hosted a special travel workshop. 

Participants enjoyed a rewarding experience, learning 

tips for traveling in Brunei Darussalam and discovering 

the many commonalities and points of difference 

between South Korea and Brunei.

On the 16th and 17th, experience activities were held 

for both children and adults. Families who took part in 

the cultural experience program for children learned the 

art of Bruneian umbrella-making using symbolic articles  

of the country. Participants of the traditional Bruneian 

cooking class for adults put on their chef’s hats and 

prepared prawn fritters and a sweet potato and sago 

porridge.

Through these events, a number of participants were 

given the chance to experience the culture of Brunei 

Darussalam. The ACH will feature a new country in the 

Easy Access ASEAN series every month in order to 

introduce the unique culture and charm of each of the 

ASEAN member states.

2019 easy Access Brunei Darussalam 2019 알기 쉬운 브루나이

4

TRAvel ASeAN 트래블 아세안

캄보디아 남서부의 시아누크빌은 캄보디아의 선왕 노로돔 

시아누크 왕을 기념하여 이름지어진 휴양지입니다. 한국인

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곳이지만 매년 여름과 겨울에 인천에

서 출발하는 직항노선을 운영하고 있어요.

숙박

시아누크빌은 숙소 선택의 폭이 넓은 편입니다. 검소한 여행

을 즐기고 싶다면 1박에 20달러 정도면 묵을 수 있는 바닷가 

방갈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좀 더 한적한 분위기를 즐기고 

싶다면 1박에 100~200달러의 비용을 지불하면 프라이빗 

비치를 갖고 있는 리조트와 호텔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즐길거리

바닷가에 있는 휴양지인 만큼, 수상 스포츠에 특화되어있습

니다. 패들 보드와 요트, 스노클링과 스쿠버 다이빙을 배울 

수 있어요. 직접 이것저것 해보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면, 

보트에서 이루어지는 투어 프로그램이나 파티를 즐길 수도 

있어요. 시아누크빌을 한 번에 돌아볼 수 있는 그룹 투어 프

로그램도 있는데, 매력적인 프로그램이지만 영어로 진행되

고 가격이 다소 비싼 편이라는 지적이 있네요.

Sihanoukville, located in the southwestern corner of 

Cambodia, is a vacation spot named after Norodom 

Sihanouk (1922-2012), the late king of the country. 

The city is often overlooked by Korean tourists, but 

with direct flights from Incheon to Sihanoukville every 

summer and winter, there is no reason not to pay it a 

visit.

Accommodation

There is a wide range of accommodation available in 

Sihanoukville. If you are working within a tight budget, 

a beachside bungalow offers the perfect balance of 

affordability and comfort, costing around 20 dollars per 

night. If you are looking to splash out, there are many 

luxury resorts and hotels with private beach access 

from 100 to 200 dollars per night.

Activities

Perfectly situated on the shores of the Gulf of Thailand, 

Sihanoukville is famous for its water leisure sports. 

You can enjoy paddleboarding, yachting, snorkeling, 

and scuba diving. If you are looking for a more relaxing 

alternative, you can join a local party or take a tour 

on a boat. Group tour programs offer participants 

the chance to take in the sights of the entire city, 

though tours are all conducted in English and they are 

somewhat expensive.

water leisure Sports in Sihanoukville시아누크빌에서 즐기는 수상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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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iNTeRview

잊힌 음악들을 되살려 현대사의 아픔을 치유하다
Reviving forgotten music to heal the wounds of modern history

‘캄보디아 빈티지 뮤직 아카이브’ 디렉터 옴 로타낙 우돔과의 인터뷰
interview with Oum Rotanak Oudom, Director of the Cambodian vintage Music Archive

1975년 이전까지 캄보디아는 상당히 발전된 대중문화 

산업을 갖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프랑스와 미국, 라틴 아

메리카의 음악들과 크메르 전통 창법이 결합된 독특한 음

악들이 쏟아져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 캄보디아 가

요들은 식민지 경험, 급격한 개방과 함께 만들어진 음악이

라는 점에서 한국의 60~70년대 대중음악과도 비교할 수 

있어요. 캄보디아의 음악과 영화가 아세안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시대였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는 이 시대를 두고 

캄보디아 문화의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크메르 

루주 집권기를 거치면서 자연스레 캄보디아의 ‘황금기’는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죠. 

‘캄보디아 빈티지 뮤직 아카이브’는 잊힌 캄보디아 음악

을 다시 세상에 알리고자 노력하는 비영리 예술 프로젝트

입니다. 잊힌 옛 음악을 모으면서 현대 캄보디아의 유산을 

지키고, 이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크메르 루주 

시절에 세상을 떠난 뮤지션들의 유족을 돕고, 저작권을 되

찾아주는 활동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 현

대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는 것이죠. 아세안문화원 뉴스

레터는 ‘캄보디아 빈티지 뮤직 아카이브’의 디렉터 옴 로

타낙 우돔과 함께 캄보디아 음악과 그들의 활동에 대해 이

야기 나눴습니다.

Until 1975, Cambodia had a considerably developed 

pop culture industry. Back then, Cambodian songs 

combined Khmer music traditions with pop music 

influences from France, Latin America and the 

United States. They were somewhat comparable 

to Korean pop music of the 1960s and 70s, as the 

two countries share histories of colonization and 

rapid changes. During that time, Cambodian music 

and films were so popular in the ASEAN region that 

Cambodians call this period the “golden age” of 

Cambodian pop culture. But under the rule of the 

Khmer Rouge, that “golden age” quickly faded away 

from people’s memory.

The Cambodia Vintage Music Archive (CVMA) is a 

nonprofit art project that aims to revive Cambodia’s 

forgotten music and introduce it to the world. The 

project aims to continue the legacy of Cambodian 

pop culture by collecting long-forgotten vinyl 

records. It also helps the families of musicians who 

died during the Khmer Rouge regime and restore 

their copyrights. In doing so, they help heal the 

wounds of modern history through music. For the 

ACH Newsletter, we talked about Cambodian music 

and the activities of the Cambodian Vintage Music 

Archive with its director, Oum Rotanak Ou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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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빈티지 뮤직 아카이브’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한 워크숍에서 미국에서 온 네이트 훈과 마야 코넬리와 만

나서 캄보디아 대중문화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

다. 음악을 통해 우리의 경험과 감정을 나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잊힌 옛 음악을 지킬 수 있을지 고민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옛날 음악의 오리지널 레코딩을 구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많은 질문을 했었어요. 우연히 바탐방

에 여행을 갔던 네이트가 LP음반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

리는 음반 수집가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음반들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게끔 하고, 음악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황금기’ 캄보디아 음악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황금기 캄보디아 음악의 강점은 다양성에 있습니다. 논밭

에서 숲에 이르기까지, 바다에서 달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

양한 형태로 작곡되었습니다. 비슷한 걸 찾기가 어려울 정

도에요. 이 시기 음악이 가진 가장 큰 힘은 가사에 있다고 

생각해요. 가사는 캄보디아 음악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갖고 

있어요. 때로는 재밌고, 때로는 슬프고, 열정과 증오, 미움

과 계몽, 그리고 동정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노래들은 실화를 바탕으로 쓰인 노래들입니다.

아카이브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음반과 앨범 커버 같은 다양한 음악자료들을 수집

하고, 오래된 음반에서 음원을 추출해서 디지털 음원으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의 옛 음악들을 캄보디아 사

회에, 그리고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해요. 2016년에는 광주

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캄보디아 대중음악들을 

소개할 수 있었어요. 크메르 루주 집권기에 살해된 음악인

들의 유족들을 지원하고 저작권을 되찾아오는 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옛 캄보디아 음악을 통

해 오늘날의 뮤지션들에게 영감을 주고, 잊힌 뮤지션들의 

유산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아카이브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어요?

디지털 아카이브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

어요. 저희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

cambodianvintagemusic)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사운드

클라우드(https://www.soundcloud.com/cvma)나 아이

튠즈에서 디지털 음반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How did the Cambodian Vintage Music Archive 

come about?

I had the opportunity to meet Nate Hun and Maya Jade 

Connelly at a workshop to talk about Cambodian pop 

culture. Through music, we were able to share our 

experiences and feelings. We wondered how we could 

preserve long-forgotten music and whether it was 

possible to find original music recordings. When Nate 

travelled to Battambang, he discovered Cambodian vinyl 

records, and so we began discussing ways to collect and 

digitize them.

What is the charm of Cambodian “golden era” 

music?

The charm lies in its diversity. Music from Cambodia’s 

“golden era” was composed in various forms, from the 

rice fields to the forests, from the sea to the moon. It 

was almost impossible to find two songs that were alike. 

I think the most important and most powerful aspect of 

music from that period are the lyrics. Sometimes they 

were funny, other times sad. They dealt with people’s 

desires, hatred, jealousy, or compassion. Many of these 

songs were based on true stories.

What is your music archive’s mission?

We collect various materials related to Cambodian 

music, such as recordings and album covers, and 

convert old records into digital formats. We introduce 

vintage Cambodian music both to Cambodians and 

people around the world. In 2016, we introduced 

Cambodian pop music to the Korean public at the 

Asia Culture Center in Gwangju. We also support the 

bereaved families of musicians who were killed by 

the Khmer Rouge, and restore their loved ones’ 

copyrights to them. Ultimately, we would like to 

inspire contemporary musicians through vintage 

Cambodian music and continue the legacy of 

Cambodia’s forgotten musicians.

How can one use your musical archive?

CVMA is a digital archive so it’s available on the 

internet. You can listen to it through our YouTube channel 

(https://youtube.com/cambodianvintagemusic) or on 

SoundCloud (https://www.soundcloud.com/cvma) or 

you can buy music from our archive on iTunes. You can 

also follow us on Facebook (https://facebook.com/

CambodianVintageMusic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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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Ingredients 

아세안 음식문화

Mee Char Sach Ko Recipe

미차 세꼬 
만들기

소고기 70~80g  
70–80 g of beef

라면 사리 1개  
1 portion of ramen noodles

숙주 40~50g 
40–50 g of mung bean sprouts

청경채 한 뿌리 
One head of bok choy

양파 1/5개 
1/5 of an onion

마늘 두 쪽
2 cloves of garlic

베트남 간장
Vietnamese soy sauce

설탕
Sugar

식용유
Cooking oil

준비하기 Preparation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야채를 적당히 썰어두고, 

마늘을 다집니다. 면은 미리 삶아두어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Before you start cooking, chop the 

vegetables and mince the garlic. Boil the 

noodles in advance and drain.

미차는 캄보디아식 볶음면입니다. 소고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고기 볶음면’이라는 ‘미차 세꼬(Mee Char Sach Ko)’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캄보디아 식당이나 길거리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캄보디아 음식은 다른 아세안 지역에 비해 향신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미차 세꼬의 재료 대부분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국수는 원래 태국식 라면을 주로 사용하지

만,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는 라면 사리로 대신해도 됩니다. 취향에 따라 쌀국수를 대신 활용해도 좋습니다.

Mee Char is Cambodian-style stir-fried noodles. Because the dish contains beef, it is also known as “mee char sach ko,” which 

means beef stir-fried noodles. The dish is found everywhere from Cambodian restaurants to street food vendors. Compared to 

that of its ASEAN neighbors, Cambodian cuisine uses spices only sparingly. Most of the ingredients in mee char sach ko can 

easily be found at your local supermarket. Usually, Thai ramen noodles are used in the dish, but since these noodles are hard to 

find, you can also substitute common ramen noodles. Rice noodles can also be used if you prefer.

8

ASEAN CUISINE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다진 마늘을 먼저 볶습니다.

Add oil to a pan and fry the minced garlic.

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야채를 넣어 함께 볶습니다.

Once the meat is somewhat cooked, add the 
vegetables and stir-fry them together. 

면과 함께 볶아서 잘 섞어줍니다.

Add the noodles and stir-fry well.

소고기를 볶으면서 설탕을 약간 넣어줍니다.

While stir-frying the beef, add a little bit of sugar. 

소고기를 넣어 함께 볶다가 간장을 두 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Add the beef and stir-fry with the garlic, then 
add about two tablespoons of soy sauce. 

요리법 Cook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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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다진 마늘을 먼저 볶습니다.

취향에 따라 간장과 함께 굴 소스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만들고 난 뒤에는 라임 주스와 칠리 소스를 뿌려 드시거나, 

잘게 부순 땅콩을 뿌려서 먹어도 좋습니다.

You can use oyster sauce along with the soy sauce to suit 
your personal taste. Add lime juice and chili sauce once 
you’re done cooking or sprinkle some crushed peanuts as 
a garnish. 

Tip!
더 맛있게 만드는 법

ASEAN CUISINE

더 맛있게 만드는 법더 맛있게 만드는 법



전시물로 보는 아세안 ASeAN CRAfTS AT The ACh 

화려한 관과 장식을 갖춘 압사라 춤 무희는 캄보디아를 대표하는 이미지 중 하나입니다. 캄보디아어로는 ‘로밤 텝 압사라

(Robam Tep Apsara)’라고 부르는데, 캄보디아 전통 무용을 대표하는 레퍼토리 중 하나입니다. 1955년에서 1960년까지 재

위한 노로돔 수라마리트왕(King Norodom Suramarit)의 왕비 시소와스 코사막(Queen Sisowath Kossomak)에 의해 재창

조되고, 손녀인 노로돔 부파 데비 공주(Princess Norodom Buppha Devi)에 의해 계승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압사라 춤, 그리고 압사라 춤을 위한 의상과 장식은 조각으로 전해지는 압사라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압사

라는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힌두교와 불교문화의 영향을 받은 아세안에서 널리 찾아볼 수 있는 요정입니다. 남편인 악공 간다

르바(Gandharva)와 함께 신전에서 신과 영웅들을 위한 춤을 추는 존재로 알려져 있죠.(여담이지만 한국에서는 불교 설화에

서 요란한 음악으로 수행을 방해하는 존재로 소개되는 ‘건달바(Gandharva)’로 알려져 있습니다.) 앙코르와트와 같은 캄보

디아 사원을 둘러보면 반라의 모습으로 기둥을 장식한 압사라의 모습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압사라 춤은 다른 캄보디아 전통무용과 마찬가지로 무용수가 입은 의상과 장식, 춤사위와 손동작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이루

고 있습니다. 영롱한 분위기의 캄보디아 전통음악과 함께 압사라 춤 공연을 지켜보면 마치 사원 조각 속 요정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An Apsara dancer, wearing a splendid headdress and adorned with exquisite accessories, has 

become a symbol of the nation of Cambodia. In Khmer, the dance is called “Robam Tep Apsara,” 

belonging to the school of classical Khmer dance. The dance was created by Queen Sisowath 

Kossamak, the wife of King Norodom Suramarit, who reigned from 1955 to 1960, and was then passed 

down to their granddaughter Princess Norodom Buppha Devi, thus living on to the present day.

  The Khmer Apsara dance and the costume and accessories worn by the dancers are embodied 

in sculptures of Apsara. An Apsara is a female spirit of water and cloud widely seen not only 

in Cambodia but in other Asian countries influenced by Hinduism and Buddhist culture. She is 

known as a dancer who performs for gods and heroes in a temple with her husband Gandharva. 

(Interestingly, in the Korean Buddhist tradition, a Gandharva is a heavenly musician who disturbs 

practitioners with his cacophonous music.) When visiting Khmer temples such as Angkor Wat, you 

will be greeted by countless depictions of a topless Apsara decorating the ancient structures.

  Like other traditional Khmer dances, every aspect of the Apsara dance—the costume, 

accessories, gestures, and hand movements of the dancers—tells a story. When watching the 

Apsara dance while listening to the bewitching traditional Khmer music, it feels as if the ancient 

spirits adorning the temple walls have come alive, dancing among us in human form.

요정이 사람이 되어—캄보디아 압사라 무희를 위한 장식
The Spirit of Dance—the Resplendent  Apsara Dancers of Cambodia

10

‘전시물로 보는 아세안’을 통해 소개하는 전시물은 아세안문화원 2층의 상설전시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hibits from the “ASEAN Crafts at the ACH” section are available at the ASEAN Culture House’s Permanent Exhibition Gallery on 
the second floor.

ASeAN heritage 아세안 문화유산

프놈펜에서 배를 타고 톤레삽 호수를 건너 300km 정도를 가면 씨엠립에는 앙코르 톰(Angkor Thom)이 있습니다. 크메르어

(Khmer)에서 ‘앙코르’는 도시라는 뜻이고, ‘톰’은 크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의 이름은 ‘위대한 도시’라는 의미를 갖

고 있습니다. 13세기 초에 자야바르만 7세(Jayavarman Ⅶ)에 의해 만들어지고, 15세기에 크메르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수도의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9㎢ 넓이의 네모반듯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 구조는 크메르 제국이 상당한 수준의 건축 기술을 갖고 있

었음을 보여줍니다.

13세기에 원나라 사절로 이 도시를 찾은 주달관(Zhou Daguan)은 이 도시 한 가운데에 금으로 만든 탑이 있다고 전합니다. 기록

에 따르면 금탑의 주위에는 스무 개의 석탑과 돌로 만든 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바이욘(Bayon)입니다. 바이욘이라는 이름

은 프랑스인들이 유적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사원의 본래 이름은 ‘승리의 산’이라는 의미

를 가진 ‘자야기리(Jayagiri)’였습니다. 자야바르만 7세는 참파(Champa)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앙코르 톰과 바이욘

은 자야바르만 7세의 승리라는 영광의 기억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사암으로 만든 석탑들에는 네 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긋이 웃는 듯한 미소로 앙코르 톰을 찾는 여행자들을 맞아 줍니다. 

이 미소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관세음보살이라고 믿고, 누군가는 자야바르만 7세의 얼굴이라고 

여깁니다. 크메르 제국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거대한 유적을 통해 

어렴풋하게나마 옛 크메르 제국의 찬란했던 순간을 반추해볼 뿐입니다.

If you travel 300 kilometers upriver from Phnom Penh and cross the lake Tonle Sap, you will find yourself in Angkor 

Thom, Siem Reap. In Khmer, “Angkor” means city and “Thom” has the meaning of great, giving the ancient capital 

a most fitting moniker. The city was founded at the beginning of the 13th century by King Jayavarman VII and 

served as the capital until the Khmer Empire collapsed in the 15th century. Its 9 km² structure, surrounded by the 

city walls forming a perfect square, is evidence of the Khmer Empire’s considerable architectural skill.

Zhou Daguan, who visited the city in the 13th century as an envoy from the Yuan Dynasty, wrote that there was a 

golden pagoda standing at its center. According to his records, there were 20 stone pagodas and stone chambers 

around the golden pagoda, which today are known as “Bayon.” They were named so by French colonizers in the 

19th century, but their original name was “Jayagiri,” which means “mountain of victory.” After King Jayavarman 

VII defeated the Vietnamese kingdom of Champa in battle, Angkor Thom and the Bayon were constructed to 

celebrate the glory of the king.

On the sandstone pagodas there are four engraved faces, greeting all visitors to Angkor Thom with their gentle 

smile. With almost no extant records of the Khmer Empire, we cannot know for sure who they are. Some believe 

they are Avalokiteshvara, the Bodhisattva of Great Compassion; others the face of King Jayavarman VII. But 

whatever their true identity, we are only left to imagine the glory of the old Khmer Empire as we gaze upon these 

great structures.

잊혀진 제국의 흔적, 씨엠립 앙코르 톰 유적
Traces of a forgotten empire—Angkor Thom of Siem Re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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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나는 미소 짓는 당신을 보았어

감독: 카비치 네앙(Kavich Neang) / 캄보디아 / 러닝타임: 1시간 15분

캄보디아의 영화감독 카비치 네앙은 그가 나고 자란 하얀색 아파트를 배경으로 영화를 찍

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빛바랜 낡은 아파트는 철거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래

서 네앙은 계획을 바꾸어 아파트가 철거되기까지의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담았습니다. 한 건

물이 철거되는 과정을 통해 삶이 펼쳐지고, 누군가 꿈을 키우던 공간이 기억 저편으로 사

라지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 영화는 2019년 로테르담 국제영화제(International Film 

Festival Rotterdam)에서 가장 뛰어난 아시아 영화에게 수여하는 아시아 영화 진흥 네트워

크(NETPAC) 상을 수상했습니다.

Last Night, I Saw You Smiling

Director: Kavich Neang / Cambodia / Running Time: 75 min.

Cambodian director Kavich Neang had planned to make a film set in the white apartment in which he was born and raised. 

However, before the project could get off the ground, he discovered that the faded old apartment was scheduled to be 

demolished. Adapting his plan, Neang began to record the process leading up to the demolition in the form of a documentary. 

The result is a film that reveals the impermanence of life, as the director witnesses this space where he once dreamed 

disappearing beyond memory. The film took home the NETPAC Award for Best Asian Feature World Premiere at the 2019 

International Film Festival Rotterdam.

이달의 영화  Movie of the Month

이달의 책   Book of the Month

진랍풍토기 

주달관 지음 / 최병욱 옮김

진랍풍토기는 13세기 중국 원나라 출신 관료인 주달관이 1296년에서 1297년 사이에 크메

르 제국에 사신으로 파견되면서 쓴 여행기입니다. 당시 크메르 제국의 왕이었던 인드라바르만 

(Indravarman III, 1295-1308 재위)의 궁정과 크메르 제국의 문화를 이방인의 눈으로 소개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크메르 제국에 대한 기록은 사원의 벽과 기둥에 남은 명문 외에는 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크메르 제국에 대한 유일한 기록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역사와 고대 문화에 대해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꼭 한 번 읽어볼만한 책입니다.

The Customs of Cambodia

Written by Zhou Daguan, translated by Choi Byeong-uk

The Customs of Cambodia is a travelogue written by Zhou Daguan, an official of the Yuan Dynasty during the13th century 

who was dispatched as an envoy to the Khmer Empire between 1296 and 1297. The book introduces Khmer culture and the 

court of King Indravarman III (r. 1295-1308) through the eyes of an outsider. As the inscriptions on the walls and columns of 

its many temples represent the only remaining records from the Khmer empire, The Customs of Cambodia is an invaluable 

resource and a must-read for anyone interested in Khmer history and ancient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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